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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는 교통과 매체의 발달로 나라 간 이동이 용이해지고, 시공간적 제

약을 뛰어넘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타문화를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상호 문화역량은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이 되었다.

위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따라 본고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

와 존중 그리고 상호 문화 이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문학은 어떻게 번

역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잘 알려

진 다섯 가지의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과 그에 해당하는 다양한 한

국어 번역본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에 나타

난 문화 특수적 요소를 한국어 번역본에서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의 특수성과 그 번역에 대

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알아본 뒤, 광범위한 ‘문화’라는 개념

과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된 ‘문화 특수적 요소’에 대해 살

펴본 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를 한정지을 것이다. 더불어 독일

과 한국의 문화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며 분석 작품들에서 빈번히 나타나

는 문화 특수적 요소의 범주를 제시하여 이에 따라 작품 내 문화 특수적

요소를 분류하고 비교분석할 것이다. 또한 분석 결과는 ‘번역 방법’, ‘번

역 오류’, ‘번역자의 전문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것이다.

본 주제는 아직까지 독어독문학계의 학위논문의 주제로 다뤄지지 않았

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

지만 상호 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 및 번역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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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독어독문학계에서도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

주요어 :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 문화 특수적 요소,

이국화 방법, 자국화 방법, 상호 문화 이해

학 번 : 2015-2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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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학이라는 영역 안에서 아동·청소년 문학(Kinder- und Jugenditeratur)

은 변두리에 위치하여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아동문학은 신화, 민담,

우화와 같은 형태로 발전되다가 18세기 후반이 돼서야 독립적인 형태로

등장하였다. 이전에는 ‘아동’이라는 대상을 단순히 어른을 축소시켜놓은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문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

였다. 또한 아동문학이 생산되고 유통될만한 기술적·경제적·교육적 여건

이 부족했으므로 아동문학 시장은 형성될 수 없었다. 20세기에 이르러

교육이 일반화되었고 이에 따라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아동독자들이 생

겨났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날 만한 아동문학시장이 형성되자, 아동문학

은 전성기를 맞게 되고 아동도서의 판매와 내용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오늘날 아동문학은 아동·청소년 문학으로 지평을 넓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점차 커져가는 아동·청소년 문학에 대한 관심은 아동·청소

년 문학의 창작과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독일에서도 18세기에 이르러 아동과 청소년이 독립적인 존재로 떠오르

게 되었고,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 역시 세계적 흐름에 따라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과거 교육적 도구로 여겨졌던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은 부

모님, 선생님과 같은 성인 심급에 의해 아동과 청소년 독자에게 전달되

었다.1)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이 점차 미학적 가치와 문학 작품적 가치

를 인정받게 되자, 공식적 수신자로 여겨지던 성인 심급은 비공식적 수

신자로 물러나고 그 역할도 점차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독

1) Vgl. Hans-Heino Ewers: Literatur für Kinder und Jugendliche, München
2008, S.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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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작품간 직접적인 문학적 소통이 가능해졌고, 독일 아동·청소년 문

학은 수용자 중심 문학으로, 자율적 문학작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

게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이 교육적이거나 도덕적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

가 아닌 문학작품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문학과 문학교육 분야에서 주요

한 연구대상으로 다뤄지게 되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서 ‘상호 문화

이해(interkulturelle Verstehen)’는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문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는

간접경험을 통해 타문화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경험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문학’이라는 매체,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문학’을 대상으로 삼

아 상호 문화 이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문학은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

는가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특히 나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문화교류,

타문화 및 상호 문화 이해와 관련하여 문화 특수적 요소(Kulturspezifika)

의 번역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번역’이라는 행위는 이제 단순히 출발

언어(Ausgangssprache)에서 목표 언어(Zielsprache)로 ‘언어’만을 바꾸는

것이 아닌 두 문화사이의 교류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문화교류, 타문화

이해, 상호 문화 이해 등은 오늘날 필수적인 일이 되었으므로, 각 나라마

다 독특하게 형성되어 나타나는 문화 특수적 요소의 번역을 살펴보며 문

화 차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타문화

를 접하며 문화 차이를 경험하고 상호 문화역량을 키우는 것은 문화적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는 일반문학에 나타난 문화 특수적 요소의 번

역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특정 독자를 위하여 창작된 독일 아동·

청소년 문학작품에 나타난 문화 특수적 요소의 번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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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작품은 에리히 캐스트너

(Erich Kästner)의 『Emil und die Detektive (에밀과 탐정들)』, 페터

헤르틀링(Peter Härtling)의 『Ben liebt Anna (벤은 안나를 사랑해)』,

『Oma (할머니)』,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Christine Nöstlinger)의

『Wir pfeifen auf den Gurkenkönig (오이대왕)』, 『Konrad oder Das

Kind aus der Konservenbüchse (깡통소년)』이다.2) 각 작품에 해당하는

번역본은 작품에 따라 한 권에서 많게는 다섯 권이 존재한다. 뇌스틀링

어의 두 작품 『오이대왕』, 『깡통소년』은 각 한 권의 번역본이 있으

며, 에리히 캐스트너의 『에밀과 탐정들』과 페터 해르틀링의 『할머

니』는 각 두 개의 번역본이 있다. 마지막으로 페터 해르틀링의 『벤은

안나를 사랑해』는 다섯 가지의 번역본이 존재한다.

두 개 이상의 번역본이 존재하는 작품들은 번역본의 초판 발행연도에

따라 1년에서 11년 정도의 시기적 차이가 났다. 원작의 문화 특수적 요

소, 독일의 문화적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을 각각의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시기적 차이에 따른 영향이 존재하는지 관찰

할 것이다. 과거 교육적 도구로 여겨지던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이 점차

문학적 측면이 강조되어 자율적 아동·청소년 문학으로 주목받고 있는3)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에는

자국화 방법 (domestication)이 주를 이루다 최근에는 이국화 방법

(foreignization)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자국화 방법은 원작을 목표

독자에 맞춰 목표 문화권의 작품을 읽는 것처럼 느끼도록 번역하는 것이

고 이국화 방법은 번역자가 작품 속 출발 문화 (Ausgangskultur)의 요소

2) 이 후 작품명은 국문명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3) 참조. 김정용: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과 문학교육,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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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대로 유지하여 목표 독자가 그것을 접할 수 있게 번역하는 것이다.

분석 작품들의 번역본들을 살펴봄으로써 시기적 차이로 인한 번역 방법

의 차이 또한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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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독문학분야에서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4) 중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 그 자체를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김경연(2000),

명정(2011), 이희태(2011)의 연구 등이 있다.

김경연(2000)은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의 개념과 형식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정립한 뒤, 역사적 고찰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적 관점으로 생

겨난 아동·청소년 문학의 발생과 함께 하인리히 볼가스트(Heinrich

Wolgast)가 제시한 미적 원칙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문학의 예술적 가

치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명정

4) 김경연: 독일 ‘아동 및 청소년 문학’ 연구 - 교육적 관점과 미적 관점의 역사
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명정: 독일 아동ㆍ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문화적ㆍ인종적 타자 문제 연구,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이희태: 다매체 시대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청소년문학과 성장소
설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이상희: 미카엘 엔데의 『끝없는 이야기』연구 - 환상성과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은희: 에리히 캐스트너 E. Kästner의 『어른들을 위한 어린이 이야기』연
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한지선: 에리히 캐스트너의 『에밀과 탐정들』과 『파비안』의 문학적 형상
화 방식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상희: 키르스텐 보이에의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역사의식과 문학의 기능 -
『모니의 해』와 『링엘, 랑엘, 로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김기주: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의 작품에 나타난 반권위주의 분석,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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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은 ‘문화적·인종적 타자’인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의 아이들의 문

제를 다룬 이민자 작가와 이러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보인 독일어권 작가

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있다. 문화적·인종적 타자들이 이주 사회에 통합

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과 극복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독일의

대표적 이민자 작가인 라픽 샤미(Rafik Schami)의 작품을 중심으로 아

동·청소년 문학을 통한 문화적 소통의 가능성과 소통을 위한 상호 문화

적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희태(2011)는 매체환경의 변화와 문화의 변동과정에서 비롯된 문학

현실의 변화와 청소년 문학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며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문학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하엘 엔데(Michael

Ende)의 소설 『모모』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성장소설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문학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성장소설과 문학교육에

대해 논한 뒤, 영상매체를 활용한 문학교육법에 대해 제시하며 마무리

짓고 있다.

이외 이상희(2000), 김은희(2005), 한지선(2007), 이상희(2010), 김기주

(2013)는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 중에서도 특정한 작가 및 작품을 정하

여 그 주제와 구조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이상희(2000)는 미하엘 엔데

의 『끝없는 이야기』를 통해 아동·청소년 문학의 미학적 가치를 고찰하

고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 문학과 환상문학의 정의 및 역사와 함께 전

반적인 경향과 특징을 제시한 뒤, 미하엘 엔데의 『끝없는 이야기』의

환상성과 상호텍스트성을 서사구조와 인물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김은희(2005)는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로 널리 알려진 에리히 캐스트너

의 작품 중 아직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어른들을 위한 어린이 이야

기』를 다루고 있다. 작품 분석에 앞서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작가 캐스트너의 삶과 문학세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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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의 특징을 분석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한지선(2007) 역시 에리히 캐스트너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 캐스트너의 대표적 아동문학인 『에밀과 탐정들』과 성인문학인

『파비안』에 나타난 문학적 형상화 방식 비교를 위해 서술기법, 모티브,

인물구도, 결말구조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상희(2010)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대 독일 아

동·청소년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는 키르스텐 보이에(Kirsten

Boie)의 아동·청소년 문학의 특징을 관찰하고 그녀의 작품세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키르스텐 보이에가 최근 발표한 청소년 소설인

『모니의 해』와 『링엘, 랑엘, 로젠』에 나타난 독일 전후 문제와 성장

과정을 고찰하고 보이에 문학이 갖는 의미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김기주(2013)는 70년대 아동문학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반권위주의

를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의 작품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녀의 대

표 작품들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영문·서문·중문 등의 타 언어 문학 분야에서는 본고의 주제와 더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아동·청소년 문학의 ‘번역’을 주제로 하고 있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영문학에서 선이미(2009)5)는 루이스 캐롤(Lewis Carrol)의 작품 『이상

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타난 자국화·이국화 번역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

다. 세 가지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삼아 어떤 부분에서 자국화 방법

을 사용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국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동

일한 부분에 대해 다르게 번역이 되었을 경우, 자국화와 이국화 방법 중

5) 선이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타난 자국화와 이국화 번역연구, 부
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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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성승은(2010)6)은 아

동문학 번역의 특성이 성인대상의 문학 번역에서도 발견되는 것인지 그

리고 아동과 성인 대상의 번역에서 어떤 번역전략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밝히기 위하여 아동대상 번역서를 성인대상 번역서와 대조하여 비교 분

석하고 있다.

스페인어 문학에서는 조일아(2016)7)가 국내에 출간된 스페인어-한국어

아동문학 번역서의 출판경향과 번역규범을 조사하여 스페인어-한국어

아동문학 번역서의 생산 주체인 출판사와 수용 주체인 사서교사의 번역

규범이 텍스트 번역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중문학에

서는 강경이(2015)8)가 중국과 한국의 상이한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중국

어권의 아동·청소년 문학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한국의 문화에 맞게 재

맥락화 되는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그 의미와 형성에

대한 연구, 개별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을 주제로 하고 있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

어권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의 자국화·이국화 방법

에 대해서 논하거나, 동일한 문학작품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번역본과

성인을 위한 번역본의 차이를 밝히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서

목표 나라의 출판 규범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히고 있다.

6) 성승은: 영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성인대상 번역과의 비교
를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7) 조일아: 스페인어-한국어 아동문학 번역서 출판 경향과 번역 규범 연구, 한
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8) 강경이: 중국어권 아동·청소년소설 한국어 출판번역에서의 재맥락화 양상 -
‘교육적 기대규범’ 측면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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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문학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문학 영역에서 번역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영문학에서는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9) 독문

학의 경우, 김정용의 연구10) 외에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을 다루고

있는 학위논문 및 연구는 전무하다. 김정용은 그의 저서에서 아동·청소

년 문학에 나타난 낯선 요소의 번역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더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다

양한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에 나타난 문화 특수적 요소를 한국어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

고 상호 문화 이해와 상호 문화소통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해보려 한다.

2.2.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의 특수성

아동·청소년 문학이 ‘문학’ 이라는 영역 안에서 변두리에 위치했던 것처

럼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 역시 ‘번역’이라는 영역 안에서 주변적 존재로

취급받아왔다. 번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다음의 인용구들에서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

9) 신지선: 아동문학 번역시 스코포스 이론의 적용, 번역학연구 제 6집, 2005.
성승은: 영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성인대상 번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0) 김정용: 아동 청소년 문학 번역의 특수성과 오류 분석, 독어교육 제 55집,
2012.
김정용: 아동 청소년 문학과 상호문화교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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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역학 내에서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Bearbeitungen, Paraphrasen und kommentierende Inhaltserläuterungen

können nicht als Übersetzungen im eigentlichen Sinne bezeichnet

werden und gehören damit nicht zum primärem Gegenstand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 Sie können und sollen aber als

>Sonderformen der Übersetzung<, die in der Geschichte der

Übersetzung und im Rahmen bestimmter Übersetzungstextgattungen

- etwa Übersetzungen von Kinderbüchern, bzw. Übersetzungen für

Kinder - eine Rolle spielen, durchaus im Rahmen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 behandelt werden.11)

개작, 의역 및 주석에 의한 내용설명 등은 본질적 의미에서 번역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번역학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들은 번역의 역사와 아동도서 및 아동을 위한 번역과 같은 특정 번역

종류 내에서 ‘번역의 특별한 형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번

역학 내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이다.

Die Geschichte der kinderliterarischen Übersetzung ist geprägt durch

Auslassungen, Zusätze, Adaptionen, Paraphrasen. Auch heute

verträgt diese Gattung, trotz aller Einwände und Konflikte, am

ehesten solche Eingriffe.12)

11) Werner Koller: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1. Auflage,
Heidelberg 1979, 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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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문학번역의 역사는 생략, 추가, 번안, 의역 등으로 특징지어졌다.

모든 반증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아동문학이라는 장르는

이러한 개입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은 본질적으로 번역학의 연구대상에 속하지 않는

번안, 개작과 같은 방법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렇게 홀대받던 아동·청소

년 문학 번역에 대해서 캐리(Cary)는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이 일반 문

학과 구별되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이 후 무냉

(Mounin)은 아동 시 또는 그림책의 텍스트, 대화나 일상 언어·아동 언어

의 번역과 같은 영역 속에서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의 특수한 어려움을

열거했다. 캐리의 언급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아동·청소년 문학 번

역은 일반문학 번역과 달리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만의 고찰

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 연구되기 시작했다.13)

라이스(Reiß)는 텍스트유형이론 영역 안에서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의

특수성을 밝히려는 시도를 했다. 그 결과로 번역학 내에서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이 그만의 고찰이 요구되는 세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

다.14)

12) Turgay Kurultay: Probleme und Strategien bei der kinderliterarischen
Übersetzung. In: Kinderliteratur im interkulturellen Prozess, Stuttgart 1994,
S.192.

13) Vgl. Edmond Cary: La traducion dans le monde moderne, Geneve 1956.
Georges Mounin: Die Übersetzung. Geschichte, Theorie, Anwendung. Aus
dem Italienischen von Harro Stammerjohan, München 1967. (Emer
O’Sullivan: Kinderliterarische Komparatistik, Heidelberg 2000, S.179에서 재
인용)

14) Vgl. Katharina Reiß: Zur Übersetzung von Kinder- und Jugendbüchern -
Theorie und Praxis. In: Lebende Sprachen, 1982, Jg. 28, Bd 1,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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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과정의 불균형: 성인이 쓴 것을 아동을 위해 성인이 번역한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반드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언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심급의 존재: 아동·청소년 문학의 창작과 수요에 있어 ‘심급’의 영향

력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 있어서도 심급의

압박이 존재한다. 이 심급은 주로 사서, 부모님, 선생님 등의 전달 그룹

인데, 직간접적으로 번역가에게 교육적 원칙을 내세워 압박을 준다. 이

압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서 조정이나 생략이 강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심급의 압박은 아동·청소년 문학의 창작과 수요에

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교육적 원칙’을 강조한다.

3) 아동·청소년 독자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 아동·청소년 독자들은 제

한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정이나 설명을 필요로 한다.

라이스가 밝히고 있는 세 가지 요인 중 마지막 요인인 ‘아동·청소년 독

자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은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을 그만의 고찰이 필

요하다고 여겨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서 아동

과 청소년 독자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요인으로 만들었다. 아동·

청소년 문학 번역에서는 일반문학 번역보다 독자의 시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독자들의 기대와 요구도 고려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문학의

번역자는 독자가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

으므로 일반문학 번역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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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 대하여 그

특수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의 문제는 일반문학 번역의 문

제와는 다르다”16)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아동·청소년 문학번

역도 번역이므로 다른 텍스트 번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기본적으로 같

다”17)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상반된 두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 있어 원작에 대한 충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

었고 원작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일반문학 번역

의 경우, 원작에 대한 충실이 중요한 고려사항에 속한다. 하지만 아동·청

소년 문학 번역의 경우, 아동·청소년 문학의 특수성으로 인해 원작에 대

한 충실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스톨트(Stolt)는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서 원작에 대한 충실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

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18)

1) 교육적 목적: 원작의 요소 중 목표문화에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조정되거나 삭제된다.

2) 성인에 의한 판단: 독자인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에 의해 읽고

싶은 것, 읽어야 할 것, 읽을 수 있는 것이 고려되므로 종종 아동독자

15) Vgl. Ritta Oittinen(aus dem Englischen übersetzt von Paul Kußmaul): 69.
Kinderliteratur. In: Mary Snell-Hornby; Hans G. Hönig; Paul Kußmaul;
Peter A. Schmitt: Handbuch Translation, Tübingen 2006, S.250-253.

16) Verena Rutschmann: Kinderliterarisches Übersetzen und interkultureller
Austausch. In: Verena Rutschmann; Denise von Stockar: Zum Übersetzen
von Kinder- und Jugendliteratur, Lausanne 1996, S.6.

17) Birgit Stolt: How Emil Becomes Michel – On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Books. In: Göte Klingberg; Mary Ørvig; Stuart Amor(Eds.):
Children’s Books in Translation – The Situation and the Problems,
Uppsala 1978, p.132.

18) Ibid.,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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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수용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3) 감상적·정서적 표현: 사실적 텍스트를 아동·청소년을 위해 번역하는

경우, 더 감상적이고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번역학자 및 아동·청소년 문학연구자들은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밤베르거(Bamberger)는 아

동·청소년 문학 번역에 있어 독자의 약점에 맞춰 조절하는 것, 즉 자유

로운 번역에 대하여 “낯선 것의 본질을 가장 쉽고 관습적으로 피하는 응

급처치”19)라고 말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

년 문학 번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성인독자를 대상으로 한 책의 개작

인 경우, 번역자는 원본에 대한 충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사

고방식과 표현방식이 달라 번역시 문화특수성이 발현되는 곳에서도 원본

에 대한 충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밤베르거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번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절충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20)

클링베리(Klingberg)는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 있어 문화특수성과 관

련하여 중점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출발 텍스트(Ausgangstext)와 목표 텍

스트(Zieltext) 사이의 상이한 문화로 인하여 목표 독자들에게 낯선 요소들

이 목표 문화권에 잘 알려진 것으로 대체되어야 하는가, 출발 텍스트의

지시요소가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 결과로 ‘목표 독자

19) Richard Bamberger: Übersetzung von Jugendbüchern, Wien 1963, S.28.
20) Vgl. Ebd.,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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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한가? 설명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텍스트 내에서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의 물음이 이

어졌다. 클링베리는 출발 언어의 지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래서 그는 출발 텍스트의 요소들 중 목표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렵거

나 출발 독자들보다 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예외로 두었

지만, 이 외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정돈하고 아동·청소년 독자들에

게 금기로 추정되어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했다. 그에게 있어 번역

은 한 작품의 표현양식을 다른 언어로 생산한 것이므로, 번역된 목표 텍

스트 또한 원본인 출발 텍스트와 같은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수용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원작을 충실

히 지키려 했다.21)

이와 반대로 오이티넨(Oittinen)은 수용자인 아동중심적인 측면에서 아

동·청소년 문학 번역을 연구하였다. 그녀는 ‘아동문학의 번역’이 아닌

‘아동을 위한 번역’이라고 말하며 오로지 아동 독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텍스트의 권위는 부정하였다.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목표 독자에게 수용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목표 독자들의 수용을 위한 번안과 개작은 수

용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훈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유로 인하여 번안

이나 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22)

오설리번(O’Sullivan)은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서 번안이나 개작과 같

은 조정적 방법에 반대하며 대화성과 관련한 두 가지 번역방식을 제안했

다.23)

21) Vgl. Göte Klingberg: Children's Fiction in the Hands of the Translators,
Lund 1986, p.13. (Emer O’Sullivan: a.a.O., S.181에서 재인용)

22) Vgl. Ritta Oittinen: I Am Me – I Am Other: On the Dialogics of
Translating for Children, University of Tampare, 1993. (Emer O’Sullivan:
a.a.O., S.18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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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화적 번역: 번역자가 출발 텍스트의 다양한 목소리를 번역본에서

도 그대로 울리게 두는 것

2) 모노로그적 번역: 번역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

해시키려 하는 것

오설리번은 두 가지 방법 중 출발 텍스트의 다양한 목소리를 번역본에

서도 울리게 두어야 한다는 대화적 번역 방법, 즉 클링베리와 마찬가지

로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 있어 원작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서 출발 문화의 낯선 요소들은 교육적

기준으로 인해서, 더 예쁘게 꾸미려는 경향으로 인해서 또는 독자의 수

용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서 익숙한 것으로 대체되거나 삭제되곤

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용이해진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를 만나고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아동·청소년 문학번역에 있

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타문화를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로서 ‘번역’은

출발 텍스트 요소들을 목표 텍스트에서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출

발 텍스트 속 낯선 요소들을 읽으며 아동과 청소년 독자들은 새로운 세

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스쿠아(Pascua)는 번역자의 주요 임무를 독자들

23) Vgl. Emer O’Sullivan: a.a.O., S.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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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질적인 것과 “다른 other” 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번역자는 이질적인 것과 나와 다른 것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이국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 방법으로 목표 문화

(Zielkultur)와 목표 독자에게 낯선 출발 문화의 이국적 요소를 그대로

전달해야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번역에서도 원본의 “문화 지시

체 cultural references”를 유지하고 독자의 수용 가능성과 가독성에 주의

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독자들은 이

질적으로 들리는 문장과 복잡한 문법 구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

려하여 무조건적으로 원본의 문장을 유지해서는 안 되며, 목표 독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는 출발 문화의 문화 지시체들에 대해서만 특별하

게 취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24)

파스쿠아가 선호하고 있는 이국화 방법은 목표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낯

설고 이질적인 출발 텍스트의 요소를 번역자가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유

지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국화 방법은 출발 문화와 목표 문화사이

의 문화 차이를 좁히기 위해 번역자가 어떤 형태이건 개입하는 방법을

뜻하며, 출발 텍스트의 낯선 요소를 목표 독자에 맞춰 익숙한 것으로 대

체하여 번역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은 번역자의 개입여부에 의해 나

뉘는데, 이와 관련하여 괴테(Goethe)는 다음과 같은 번역원칙을 이야기

했다.

Es gibt zwei Übersetzungsmaximen: die eine verlangt, daß der

Autor einer fremden Nation zu uns herüber gebracht werde,

dergestalt, daß wir ihn als den unsrigen ansehen können; die andere

24) Vgl. Isabel Pascua: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Education. In: Meta,
Volume 48, Numéro 1–2, Mai, 2003,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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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gegen macht an uns die Forderung, daß wir uns zu dem

Fremden hinüber begeben und uns in seine Zustände, seine

Sprechweise, seine Eigenheiten finden sollen.25)

두 가지 번역원칙이 존재한다: 하나는 다른 민족의 작가를 우리에게 가

져와, 우리가 그를 우리들의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낯선 것으로 가서 그것의 상태, 화법, 특징을 느끼게 하

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는 번역자는 저자를

가능한 그대로 두고 독자가 그에게 오도록 하는 ‘낯설게 하기

Verfremdung’라는 방법과 번역자가 독자를 가능한 그대로 두고 저자를

독자에게 향하게 하는 ‘친숙하게 하기 Einbürgerung’라는 방법으로 표현

하였으며,26) 후에 베누티(Venuti)에 의해 ‘이국화(foreignization)’, ‘자국화

(domestication)’라고 이름 붙여졌다.

레비(Levý)는 이러한 이분법적 관계를 ‘공상적인 illusionistisch’ 방법과

‘반공상적인 anti-illusionistisch’ 방법이라고 표현하였다. 반공상적인 방

법을 통하여 독자는 번역본이 번역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

며, 공상적인 방법은 독자가 번역본을 번역이라는 것을 잊게 하는 것이

25) Goethe, “Zum brüderchen Andenken Winelands”, Artemis Gedenkausgabe,
Bd. 12, Biographische Einzelschriften, S.693-716. (Jörn Albrecht: Literarische
Übersetzung Geschichte-Theorie-Kulturelle Wirkung, Darmstadt 2009, S.73
에서 재인용)

26) Vgl. Friedrich Schleiermacher: Ue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Uebersezens. In: Friedrich Schleiermacher’s sämmtliche Werke. Dritte
Abtheilung. Zur Philosophie, Zweiter Band, Berlin 1838, S.218. (Jörn
Albrecht: a.a.O., S.7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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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외국문학의 번역본은 우리가 다른 문화를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외국문학의 수용은 관계된 언어에 대한 지

식 확장, 양국 간 문화적·정치적·경제적 관계형성, 출발 문화와 목표 문

화의 아동·청소년 문학 발전, 문학적·경제적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된다.28)

번역은 더 이상 언어 사이의 행위가 아니라 문화 사이의 행위로 여겨진

다. ‘문화’는 이제 번역을 함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으므로, 번역자

는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할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

야 한다.29)

2.3. 문화와 번역

이 장에서는 본고의 주제인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에 나타난 문화

특수적 요소의 번역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번역이 이제 더 이상 언어 사이의 행위가 아닌 문화 사이의 행위로 여

겨지게 되면서 ‘문화’는 번역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이 되었다.

번역에서 문화적 요인은 1976년 개최된 번역학자 대회에서 최초로 언급

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30)

27) Vgl. Jiří Levý: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Theorie einer Kunstgattung,
Frankfurt a.M., Bonn 1969, S.31. (Jörn Albrecht: a.a.O., S.74-75에서 재인
용)

28) Vgl. Richard Bamberger: a.a.O., S.11.
29) Isabel Pascua: a.a.O., p.279.
30) 1976년에 개최된 루벵에서의 번역학자 대회에서 논의된 주제의 논문들을
수록한 『문학과 번역 Literature and Translation』(Holmes et al. 197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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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번역은 출발 언어와 목표 언어 간의 공통적인 의미를 찾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타문화 재현’과 ‘상호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 인식되었으며 출발 문화와 목표 문화 두 문화 간의 소통을 추구

하는 ‘문화번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문화번역은 문화 차이를 극복해

야할 대상이 아닌 그 차이를 규명하고 분석함으로써 타문화를 만나고 이

해하며 그 과정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구축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번역에서 문화전이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한 괴팅엔 특성화연구영

역 ‘문학번역’ Göttinger Sonderforschungsbereich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팀에 따르면, 문화번역은 번역에서 등가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상이한

언어·문학·문화들 간의 교류에서 생성되는 차이에 중점을 두고, 모든 번

역은 이미 해석을 함축하고 있으며 언어적, 문학적, 문화적 생산성을 개

진시켜 목표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문화번역이

란 단순히 상이한 문화를 자국의 언어로 바꿔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타

자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파악하여 목표 문화의 상황에 맞게 의미를 만들

어 내는 것을 뜻한다.31) 현대사회에서 번역은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이

해를 가능케 하는 통로로서 타문화 이해를 위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으며, 그 전달에도 더욱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루트 에서(Ruth Eßer)가 “문화는 정의를 내리려는 모든 시도들

을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현상이다”32)라고 말한 것처럼 문화는 하나의 일

번역과 관련하여 언어학적, 문학적, 문화적 요인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김
효중: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푸른사상, 2004 에서 재인용)

31) 참조. 김연수: 상호문화적 문학작품’에 나타난 문화번역의 문제 – 괴테의
발라드 <신과 무희-인도 성담>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 41집, 2008, 1-3
쪽.

32) Ruth Eßer: Etwas ist mir geheim geblieben am deutschen Referat,
Iudicium, 1997, S.17. “Kultur ist ein Phänomen, welches Versuche, es zu
definieren, unmöglich macht.” (권오현: 문화와 외국어교육, 독어교육 제 28
집, 2003, 9쪽에서 재인용)



- 21 -

관되고 명확한 개념을 내리기 쉽지 않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다양한 문화 개념의 층 가운데 권오현(2003)33)은 외국어 교육과 직접 관

련되는 세 가지 문화 개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34)

1) 인문적 문화 개념: 특정 집단이 역사적으로 구축해 온 미적·정신적

가치의 산물로, 예술·음악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2) 확대된 문화 개념: 미적·정신적 가치의 산물로 대표되는 인문적 문

화 개념의 범위를 넘어 사회의 물질적 요소 및 정치, 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학문, 정치, 법, 경제, 기술,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3) 의사소통적 문화 개념: ‘확대된 문화 개념’을 넓은 의미의 기호를 통

한 이해 및 해석 상황에 제한한 것이다. 의사소통을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에만 한정짓지 않고, 언어, 행동, 자세 등의 복합작용으로 간주한다.

이 개념에선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 자세 등을 모두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의 핵심은 의사소통에 있다고 주

장한다.

번역자를 통해 두 언어 사이의 차이가 채워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번역이라는 행위 역시 언어 및 문화 간 차이를 인지하고 그 장벽을 넘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며 목적이다. 그러므로 번역에

서 살펴보고자 하는 ‘문화’란 문화의 다양한 개념들 중 ‘의사소통적 문화

33) 권오현: 문화와 외국어교육, 독어교육 제 28집, 2003.
34) 참조. 위의 글, 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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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란 번역자가 번역을 위해 출발 언어와 목표 언어의 사회에 관해 인

지하고 제어하며 느낄 수 있어야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괴링

(Göring)의 문화개념은 다음과 같다.

Kultur ist all das, was man wissen, beherrschen und empfinden

können muß, um beurteilen zu können, wo sich Einheimische in

ihren verschiedenen Rollen erwartungskonform oder abweichend

verhalten, und um sich selbst in der betreffenden Gesellschaft

erwartungskonform verhalten zu können, sofern man nicht will und

nicht etwa bereit ist, die jeweils aus erwartungswidrigem Verhalten

entstehenden Konsequenzen zu tragen.35)

문화란 현지인이 그들의 다양한 역할 속에서 기대에 맞게 또는 어긋나

게 행동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기대와 어긋나는

행동으로 인한 결과들을 책임지기 원하지 않거나 그런 준비가 되지 않

았을 경우, 스스로 당면한 사회의 기대에 맞게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

알 수 있어야만 하고, 통달할 수 있어야만 하고, 느낄 수 있어야만 하

는 모든 것이다.

35) Heinz Göhring: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Die Überwindung der
Trennung von Fremdsprachen- und Landeskundeunterricht durch einen
intergrierten Fremdverhaltensunterricht. In: Wolfgang Kühlwein (Hrsg.):
Kongreßberichte der 8. Jahrestagung der GAL, Tübingen 1978, S.10.
(Ingrid Simonnæs: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und Übersetzungs-
probleme. In: Gisela Thome; Claudia Giehl; Heidrun Gerzymisch-Arbogast
(Hrsg.): Kultur und Übersetzung, Tübingen 2002, S.284-28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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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링의 이러한 정의를 이어받아 페어미어(Vermeer)는 번역행위에만 초

점을 맞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Kultur ist] die gesamtheit der normen, konventionen und

meinungen, an denen sich das verhalten eines individuums oder

einer gesellschaft ausrichtet. “kultur” steuert das verhalten der

menschen - daher auch das translatorische handeln; ...gesamtheit

aller gegenstände und verhaltensweisen, soweit sie für eine

gesellschaft relevant werden können, in einem gegebenen

raum-zeit-gefüge; sie umfasst (1) gegenstände im weitesten sinn,

auch nicht-konkrete, also auch “theorien”...; (2) verhaltensweisen...;

(3) bewertungen.36)

문화는 개인이나 한 사회의 행태가 지향하는 규범적, 관습적, 신념적인

것의 총체이다. “문화”는 사람들의 행태를 제어하므로 그 안에는 번역

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주어진 시공의 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모든 대상과 행동방식의 총체: 이는 (1) 넒은 의미에서 모든 대상들

을 말하며, 그 안에는 불명확한 대상들도 포함되는데, 즉 “이론적인” 대

상들과 (2) 행태방식 (3) 평가를 포함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의 개념과 의사소통적 문화관에 따라 본고에서는

36) Hans J. Vermeer: Voraussetzungen für eine Translationstheorie - einige
Kapitel Kultur- und Sprachtheorie, Heidelberg 1986, S.179. (Christiane
Nord: Übersetzen: Spagat zwischen den Kulturen?. In: Christiane Nord:
Funktionsgerechtigkeit und Loyalität, Berlin 2011, S.7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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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특정한 나라에서 형성되고 유통되는 언어, 태도, 기호, 관습, 관

념 등 의사소통을 위한 모든 도구들로 간주하고 그에 한정지어 다룰 것

이다. 이어 다음 장에서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형성되는 문화 특수적 요

소에 대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와 분류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2.4. 문화 특수적 요소의 정의 및 분류

번역에서 ‘문화’라는 요소가 고려되기 시작하며 ‘문화 특수적 요소’라는

개념이 번역학에 도입되었다. 낯선 요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낯섦을

유발하는 요소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은 ‘문화소(Kulturem)’뿐만 아니라

‘문화 특수적 요소(Kulturspezifika)’, ‘문화 특수적 항목(culture specific

items)’, ‘문화관련어휘(culture-bound terms)’37)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

현하고 있다.

카데(Kade)는 문화 특수적 요소를 ‘실재 Realien’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했는데, 이는 “한 특정한 사회·경제적 질서 및 한 특정한 문화의 특

유한 것”으로 사회·경제·문화적 현상들을 가리킨다.38)

이와 유사하게 콜러(Koller)는 “Realia”라는 용어로 문화 특수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그가 정의한 “Realia”란 특정한 나라의 특색이 드러나는

정치적·제도적·사회-문화적·지리적 종류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나 이름들

37)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중 본고에서는 ‘문화 특수적 요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로 한다.

38) Otto Kade: Zufall und Gesetzmässigkeit in der Übersetzung, Leipzig
1968, S.71. (Ingrid Simonnæs: a.a.O., S.285-28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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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Realia의 번역은 주로 1:0 대응의 형태를 띠는데,

콜러는 이러한 형태에서 출발 언어와 목표 언어 사이의 간격을 채울 수

있는 다섯 가지 번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39)

1. 출발 언어 표현을 목표 언어에 인용:

a) 외래어(Fremdwort)를 변경시키지 않는 것

예: public relations → Public Relations

b) 목표 언어(차용어)의 음성학적, 문자적 그리고/혹은 형태적 규범에

맞게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조절하는 것

예: performance, linking → die Performanz, das Linking

2. 외국어의 축어역(Lehnübersetzung): 출발 언어 표현의 문자 그대로

목표 언어로 번역하는 것

예: bomb carpet → Bombenteppich

3. 출발 언어 표현에 대응하며 목표 언어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지닌 표

현을 사용하는 방법

4. 출발 언어 표현을 목표 언어로 바꿔 쓰거나, 주석과 같은 설명을 다

는 방법

예: non-foods → Produkte, die keine Lebensmittel sind

5. 조절: 이 방법은 비교문체론(stylistique comparée)으로, 출발 언어

39) Werner Koller: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8.Auflage,
Tübingen 2011, S.2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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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목표 언어의 의사소통적 맥락에서 비교 가능한 기능 또는 가치

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대체하는 것

예: Burberry → Lodenmantel

뉴마크(Newmark)는 문화 특수적 요소를 ‘문화 용어(cultural terms)’ 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문화 용어(cultural terms)’는 일반적으로

번역되지 않는 것이며, 독자와 텍스트 종류에 의해 좌우되고 경우에 따

라서는 설명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40)

반 캄프(Van Camp)는 문화특수성을 ‘문화사회적 차이’로 바라보고, 이

는 ‘고유명사, 측정단위, 화폐, 식료품, 음료, 정해진 관습, 축제, 금지, 공

동체적 관례(친칭/존칭 duzen/siezen)’와 같은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밝히

고 있다. 반 캄프는 ‘문화사회적 차이’가 드러나는 다양한 영역을 다루며,

이를 번역본에서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세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41)

1) 번역/개조와 때론 생략

2) 목표 텍스트에 변화시키지 않은 채 차용

3) 각주와 같은 설명과 함께 목표 텍스트로 차용

한센(Hansen)은 “문화 특수적 요소 Kulturspezifika”, “문화소 Kultureme”,

40) Peter Newmark: “The translation of proper names and institutional and
cultural terms”. In: The Incorporated Linguist 3, 1977, pp.59-63. (Ingrid
Simonnæs: a.a.O., S.285-286에서 재인용)

41) Karin van Camp: Übersetzungsprobleme bei kulturgebundenen Phänomenen:
Beispiele und Vorschläge. In: Linguistica Antverpiensia ⅩⅫ, 1988,
S.249-265. (Ingrid Simonnæs: a.a.O., S.285-28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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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련 요소 kulturgebundene Elemente”등의 용어들을 “특정한 상황에

서 특정한 이해와 상응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한 언어권내의 모든 문화적

이고 사회-경제적인 상황”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는 언어적인 요소

들뿐만 아니라 출발 문화에는 존재하지만 목표 문화에는 알려져 있지 않

거나 다르게 정의되는 구조나 현상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도 연구했다.42)

아익셀라(Aixelá)는 언어 그 자체부터 모든 것이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출발 언어의 문화적 특징이 목표 언어로 번역될 때 목표 언어의

문화권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가치로 인해 번역시 문제가 발생한다

고 주장했다.43) 이러한 문화적 특징이 드러나는 요소를 ‘문화 특수적 항

목(culture specific items)’이라고 표현하며, 문화 특수적 항목을 고유명

사(proper noun)와 일반적 표현(common expression)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명, 지명, 기관명, 역사적 인물, 예술작품 등을 고유명사의 예로 제시하

였으며, 출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번역하

는데 어려움을 야기하는 표현을 일반적 표현이라 지칭하였다. 이와 더불

어 아익셀라는 ‘유지(conservation)’와 ‘대체(substitution)’로 특징지어지

는 총 14개의 CSI번역 행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44)

42) Vgl. Doris Hansen: Zum Übersetzen von Kulturspezifika in Fachtexten.
In: Andreas F.Kelletat(Hrsg.): Übersetzerische Kompetenz. Beiträge zur
universitären Übersetzerausbildung in Deutschland und Skandinavien,
Frankfurt a.M. 1996, S.63.

43) Vgl. Javier Franco Aixelá: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R.
Alvarez; M. Carmen-Africa Vidal(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1996, p.57.

44) Ibid., 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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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conservation) 대체(substitution)

1) 반복 repetition: 가능한 원

본에 충실하여 재현하는 것

(예: 지명 번역)

1) 동의어 synonymy: 같은 목

표 텍스트 내에서 다수 존재

하는 CSI를 문체적 이유 또는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해당 CSI에 맞는 동의어를 사

용하는 것

2) 제한된 일반화

limited universalization: 번역

자가 CSI를 목표 독자에게 알

려진 출발 언어의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

2) 정서법적 번안

orthographic adaption

3) 완전한 일반화

absolute universalization: CSI

가 일반화되어 외국 문화적

내포를 잃어버리는 것3) 언어적 (비문화적) 번역

linguistic (non-cultural)

translation: CSI번역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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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외연적으로 매우 비슷

한 목표 언어의 표현이 사용

되는 것

4) 이입 naturalization: 목표

문화에 맞게 조절되어 출발

문화의 CSI가 목표 문화로 대

체되는 것

4) 텍스트 외적 설명

extratextual gloss: 각주, 어휘

설명, 괄호나 이탤릭체로 주석

이 달리는 것

5) 삭제 deletion: 관념적으로

나 문체적인 이유로 목표 문

화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거나

또는 너무 특수적이어서 설명

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되는 것

6) 자율적 창작

autonomous creation: 삭제와

반대되는 것으로 목표 독자에

게 흥미로울 수 있다고 판단

되어, 출발 텍스트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기호를 목표 텍스

트에서 확장하는 것5) 텍스트 내적 설명

intratextual gloss
7) 보상 compensation

8) 변위 dis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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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아익셀라가 제시한 CSI 번역행태

스톨체(Stolze)는 문화적 특징을 출발 문화와 목표 문화 간의 ‘문화적

불일치’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분류로 나누고 있다.45)

1) 실제적 불일치 (reale Inkongruenzen): 출발 텍스트의 문화적 특징이

목표 문화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

2) 형식적 불일치 (formale Inkongruenzen): 출발 텍스트의 문화적 특

징이 목표 문화에서 다른 언어적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

3) 의미적 불일치 (semantische Inkongruenzen): 단어의 문화 특수적

내포가 번역에서 옅어지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내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클링베리는 번역시 문화 특수적 요소의 번역을 위한 근거를 얻기 위해

문화 특수적 요소가 나타나는 11가지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

다.46)

45) Radegundis Stolze: Hermeneutisches Übersetzen - linguistische Kategorien
des Verstehens und Formulierens beim Übersetzen, Tübingen 1992, S.207.

9) 희석 attenuation: 관념적인

이유로 원본 텍스트에서 약화

된 형식만 재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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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과 제목 Namen und Titel

2) 놀이 Spiele

3) 자연 속 개념 Begriffe aus der Natur

4) 언어적 특색 sprachliche Besonderheiten

5) 측정 단위 Maße

6) 기관과 건물 Institute und Gebäude

7) 신화와 민간전승 Mythologie und Folklore

8) 역사적 지시관계 historische Referenzen

9) 음식과 생활용품 Mahlzeiten und Lebensmittel

10) 문학적 지시관계 literarische Referenzen

11) 전통과 관습 Sitten und Gebräuche

이와 함께 그는 문화 특수적 요소를 번역할 수 있는 9가지 방법을 다음

과 같이 제시했다.47)

1) 짧은 설명 Hinzugefügte Erklärung

2) 변형 및 바꿔 쓰기 Umformulierung bzw. Umschreibung

3) 설명적 번역 Erklärenden Übersetzung: 문화적 특징이 드러난 표현

을 차용하는 대신에 기능이나 쓰임새를 묘사하는 것

46) Göte Klingberg: Children’s Fiction in the Hands of the Translators, Lund
1986. (Ingeborg Rieken-Gerwing: Gibt es eine Spezifik kinderliterarischen

Übersetzens?, Frankfurt a.M., Wien 1995, S.96-99에서 재인용)
47) Vgl. Göte Klingberg: Children’s Fiction in the Hands of the Translators,

Lund 1986, S.18. (Ingeborg Rieken-Gerwing: a.a.O., S.97-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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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텍스트 외적설명 Erklärung außerhalb des Textes: 각주나 머리말을

이용하는 것

5) 목표 언어문화에서 등가적 개념 삽입 Einsatz eines äquivalenten

Begriffes aus der Kultur der Zielsprache

6) 목표 언어문화에서 대략적 개념 삽입 Einsatz eines ungefähren

Begrifffes aus der Kultur der Zielsprache

7) 단순화 Vereinfachung

8) 삭제 Streichung

9) 자국화 Lokalisation

‘문화관련 어휘 culture-bound terms’의 번역을 연구한 국내 연구자 이

근희48)는 ‘문화관련 어휘’란 ‘원천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의 역사·

사회·경제·정치·언어관습 등을 둘러싼 고유한 특정 문화에서 비롯된 어

휘’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근희는 문화관련 어휘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49)

1) 고유명사: 원천 문화권 내의 특정 인물이나 건물, 조직, 단체, 저서

등의 이름과 관련된 어휘

2)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 원천 문화권 내의 의(衣), 식(食), 주(住),

지역, 사회, 관습 등과 관련된 어휘

48) 이근희: 번역의 이론과 실제: 번역의 정의에서 번역의 전략까지, 한국문화
사, 2015, 249-269쪽.

49)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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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어휘: 원천 문화권 내의 특정 사건이

나 인물과 관련된 어휘

4) 관용어: 원천 문화권에서 관습으로 많이 쓰는 속담, 유행어, 은어,

관용구 등과 관련된 관용어

5) 도량형의 단위: 원천 문화권의 화폐, 거리, 높이, 중량 등과 관련된

도량형의 단위

이와 더불어 다섯 가지 범주에 따른 번역 방법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50)

1. 고유명사의 번역 방법

1) 성(姓)과 이름을 모두 음차 번역하는 방법

2) 성(姓)만을 음차 번역하는 방법

3) 목표 문화권에 알려진 다른 이름으로 번역하는 방법

4) 생략하는 방법

2.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번역 방법

1) 관련 정보의 삽입 없이 음차 번역하는 방법

2) 음차 번역 후 관련정보를 문장 내에 자연스럽게 삽입하는 방법

3) 음차 번역 후 관련 정보를 문장 내에 괄호로 삽입하는 방법

4) 음차 번역 후 관련 정보를 각주로 삽입하는 방법

50)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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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위어로 번역하는 방법

6) 대응되는 목표 어휘에 관련 정보를 괄호로 삽입하는 방법

3. 원천 문화내의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어휘의 번역 방법

1)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문장 내에 삽입하는 방법

2) 관련 정보를 문장 내에 괄호 처리하여 삽입하는 방법

3) 생략하는 방법

4. 관용어의 번역 방법

1) 직역으로 번역하는 방법

2) 목표 언어권의 속담으로 번역하는 방법

3) 목표 언어권의 유행어로 번역하는 방법

4) 목표 언어권의 관용구로 번역하는 방법

5) 의역(풀어쓰기)으로 번역하는 방법

5. 도량형 단위의 번역 방법

1) 원천 문화권의 도량형 단위로 번역하는 방법

2) 원천 문화권의 도량형 단위로 번역하면서 목표 문화권의 도량형 단

위를 삽입하는 방법

3) 목표 문화권의 도량형 단위로 환산해 번역하는 방법

이상으로 살펴본 국내외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하고 분류한 문화 특수적

요소는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에서부터 정의까지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화 특수적 요소가 특정한 나라 및 문화권에서 해

당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통용되어 특징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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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문화 특수적 요소는 나라마다 다

양하게 나타나며, 두 나라가 지리적이나 정치적으로 근접하다고 하더라

도 완전히 동일한 문화를 찾는 것은 힘들 것이다.51)

위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문화 특수적 요소란 각 문화마

다 특정하게 나타나는 언어적, 비언어적, 언어외적 행동 형태로 나라나

문화 등의 집단마다 고유한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번역시 어려움을 야기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텍스트 번역의 경우, 출발 문화의 문화 특수적 요소를 번역해야 하

는가 또는 번역하지 말아야 하는가, 번역한다면 문화 특수적 요소를 어

떻게 번역해야하는가, 출발 문화의 요소를 그대로 유지해야하는가 혹은

목표 문화에 친숙한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가 등이 번역가에게 문제가 되

고 있으며, 이런 물음들은 일반문학의 번역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문

학 번역에서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독자를 위해 어떤 것을 유지해야 하고, 유지하지 않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레비는 독자들의 독서를 방해하지 않고

문화 특수적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안했다.

„die Elemente des Spezifischen, die der Leser der Übersetzung als

für das fremde Milieu charakteristisch empfinden kann, zu bewahren,

d.h. nur solche, die fähig sind, Träger der Bedeutung nationaler und

zeitlicher Besonderheit zu sein. Alle übrigen, die der Leser nicht als

51) Vgl. Ingeborg Rieken-Gewing: a.a.O.,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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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ild des Milieus begreift, verlieren an Substanz und sinken zu

einer inhaltsleeren Form herab, da sie nicht konkretisiert werden

können.“52)

번역본의 독자가 낯선 환경의 특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특정요소들

을 유지하는데, 다시 말해 국가적이고 시간적인 특수성의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독자에게 낯선 환경의 모

사라고 여겨지지 않는 나머지 요소들은 구체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의 본질을 잃거나 내용이 없는 형식으로 침하하게 된다.

출발 문화의 낯선 요소들 중 널리 알려진 화폐단위, 무게 등은 그대로

유지하여 전달한다. 또한 낯선 요소들의 다른 부분은 설명이나 암시를

통해 보충한다. 예를 들어 5월 17일은 노르웨이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

에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5월 17일’이라는 날은 자동적으로 국경일을 연

상시키며, 전통적 복장이나 노르웨이 국기 색으로 분장하는 것 등을 떠

오르게 한다. 하지만 독일 독자에게 ‘5월 17일’은 어떤 연상도 떠오르게

하지 않는다. 독일 독자들이 노르웨이 독자들과 같은 연상을 떠올리는

것을 기대한다면 “노르웨이의 국경일인 5월 17일”과 같은 식으로 번역해

야 할 것이다. 레비는 이런 식의 암시를 권장했으며, 각주를 통한 설명은

독서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다.53)

번역에서 문화 특수적 요소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때는 문화 특수적 요

52) Jiří Levý: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Theorie einer Kunstgattung,
Bonn 1969, S.94. (Ingeborg Rieken-Gewing: a.a.O., S.70에서 재인용)

53) Vgl. Jiří Levý: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Theorie einer Kunstgattung,
Bonn 1969, S.94-98. (Ingeborg Rieken-Gewing: a.a.O., S.70-S.71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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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 출발 문화에 전형적인 것이어서 목표 문화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2) 그 표현이 출발 문화에서 매우 특

정한 관념이거나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3) 목표 문화에서 목표 언

어로 올바른 언어적 재현을 해도 문화 특수적인 내포가 옅어지거나 원하

지 않는 관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이다.54)

문화 특수적 요소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각 문화마다 특정하게 나

타나는 언어적, 비언어적, 언어외적 행동 형태로 다양한 범주에서 나타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문화 특수적 요소의 범주 중에서도 분석 작

품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다섯 가지 범주를 선정하여 그 범주 내에

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다섯 가지 범주는 출발 문화인 독일에만

존재하거나, 목표 문화인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요소들로 이루어

져있어 문화특수성이 명확히 드러나므로 문화 특수적 요소의 분석에도

더욱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섯 가지 범주와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고유명사: 작품 속 등장인물이나 실제 인물의 이름, 학교·성당·공공

기관 같은 기관 및 건물의 이름

2) 측정단위: 키·몸무게·발사이즈 등 신체치수를 나타내는 단위, 화폐단

위

3) 음식 및 의복 관련 어휘: 식재료, 음식, 옷, 전통의상

54) Vgl. Doris Hansen: a.a.O.,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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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과 관습: 속담, 종교, 나이, 호칭

5) 관용어

위 다섯 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하여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분석 작품에

나타난 문화 특수적 요소를 분류하고 분석할 것이다. 실제 독일 아동·청

소년 문학 작품과 그 번역본에서 독일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어떻게 다

루고 있는지 그리고 독일의 문화 특수적 요소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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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특수적 요소 번역 분석

3.1. 분석 작품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작품과 그에 해당하는 번역본은 다음과 같

다.

원작 번역본 번역자 발행연도

1
Emil und die

Detektive
에밀과 탐정들 강호걸 1991

2
Emil und die

Detektive
에밀과 탐정들 장영은

1995,

2016(개정판)

3 Ben liebt Anna
벤은 안나를

좋아해
신경심 1989

4 Ben liebt Anna
벤은 안나를

좋아한다
채명신

1990,

2011(재판)

5 Ben liebt Anna
벤은 안나를

좋아해
이길진 1992

6 Ben liebt Anna
벤은 안나를

사랑해
김라합 2003

7 Ben liebt Anna 벤은 안나를 이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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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분석작품

분석 작품은 ‘목표 독자인 한국 아동·청소년 독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가?’ 또는 ‘다양한 번역본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작품도 존재한다.

첫 번째 분석 작품인 『에밀과 탐정들』은 에리히 캐스트너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든 작품이다. 그는 독일의 대표적 아동문학 작가인 동시에 제2

차 세계대전 당시 책이 불태워지고 작품 활동이 금지되는 등 많은 어려

움을 겪으면서도 나치에 끝까지 저항한 지식인으로 현대 독일문학을 대

표하는 작가이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그의 작품 곳곳에서는 전쟁과

사랑해

8 Oma 할머니 박양규 1999

9 Oma 할머니 채명신
1987,

2012(개정판)

10
Wir pfeifen auf

den Gurkenkönig
오이대왕 유혜자 2009

11

Konrad oder Das

Kind aus der

Konservenbüchse

깡통소년 유혜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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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는 특유의 날

카로운 풍자와 뛰어난 입담, 재치 있는 유머로 아동 독자의 마음을 사로

잡았으며, 1960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상을 비롯하여 각종 문학 단체

에서 수많은 상을 받았다. 그는 『에밀과 탐정들』외에도 『로테와 루이

제』, 『하늘을 나는 교실』, 『핑크트헨과 안톤』 등 많은 작품을 썼으

며,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영화와 연극으로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55)

『벤은 안나를 사랑해』와 『할머니』의 작가 페터 헤르틀링은 현재 독

일에서 가장 뛰어난 동화 작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성인 문학 작가로 시

작하여 아동문학을 창작하게 되었다. 위 두 작품 외에도 그의 작품으로

는『히르벨이란 아이가 있었다』, 『크뤽케』, 『길 위의 소년』, 『아빠

를 위한 연주』,『슈베르트에 홀리다』등이 있다. 작품 속에서 그는 전

쟁, 죽음, 장애와 같은 현실적이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아이들

의 생각을 놓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56)

마지막으로 『깡통소년』과 『오이대왕』의 작가 크리스티네 뇌스틀링

어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으로, 아동·청소년 도서에서 금기시되던 주제를

과감하게 다룸으로써 아동·청소년 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금기시된 주제, 복잡한 사회 문제를 딱딱하지 않게 재치와 웃음으

로 풀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 안데르센상, 아스트리

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 독일 청소년 문학상, 오스트리아 국가상 등 많

은 상을 수상했다. 본고에서 다룰 『깡통소년』과 『오이대왕』에서도

55)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인명사전 “캐스트너”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85619&cid=43671&categoryId=43671)
56) 참조. 예스24 작가정보 “페터 헤르틀링”
(http://www.yes24.com/24/AuthorFile/Author/11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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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권위적이고 반가부장주의적 메시지를 재치 있는 유머로 전달하고 있

다. 그녀의 작품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되어 널리 읽히고 있으며 세

계적인 작가로 입지를 굳혔지만 우리나라에는 1997년 『오이대왕』을 통

해 거의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57)

분류기준과 더불어 제시하고 있는 문화 특수적 요소의 번역 전략들을

이국화 방법과 자국화 방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음과 같이 분류해보

았다.

57)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해외저자사전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8700&cid=44546&categoryId=44546)

자국화 이국화

대체: 목표 문화권에 알려진 다른

이름으로 번역

그대로 인용, 차용

생략: 목표 문화권에서 받아들여

질 수 없거나 너무 특수적이어서

이해를 위한 설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용

음차 번역
일반화, 단순화: 상위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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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문화 특수적 요소의 번역 전략

이국화 방법과 자국화 방법은 문화 특수적 요소의 번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작품 속 사례를 분류기준에 따라 나눈 뒤, 이국화 방

법과 자국화 방법에 해당하는 번역 전략들 중 어떤 번역 전략을 이용하

여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다양한 번역본이 존재하는 작

품들에 한하여 번역본의 시기적 차이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것이다.

3.2. 문화 특수적 요소

3.2.1. 고유명사

고유명사란 특정한 대상 또는 유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로 대표적인

고유명사는 사람이름이며 이 밖에 땅이름·산이름·강이름·나라이름·바다

번안

텍스트 내·외적 설명(각주, 괄호)

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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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사건이름·상점이나 회사이름·책이름·선박이름 등이 여기에 해당한

다. 이 범주에서는 작품 속 등장인물이나 실존인물의 이름, 그리고 기관

및 건물의 이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유명사의 번역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반 코일리(Van Coillie)가 제

시한 고유명사의 번역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반 코

일리는 아동 도서의 번역가라면 한번쯤 원작 속 인물의 이름을 번역할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밝히며 문화적 특징이 드러나는 범주 중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의 번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다

음과 같은 10가지 번역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58)

1) 비번역, 복제, 복사 non-translation, reproduction, copying: 목표 언

어로 번역하지 않고 출발 언어 그대로 두는 것

2) 비번역과 추가적 설명 non-translation plus additional explanation:

출발 독자와 목표 독자 사이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번역자가 텍스트

내·외에 설명을 덧붙이는 것

3) 사람 이름을 보통명사로 대체 replacement of a personal name by

a common noun: 목표 언어에서 같은 연상을 일으키는 이름을 찾을 수

없을 때 사용, 사람 이름을 특징적인 보통명사로 대체하는 것

4) 목표 언어에 맞게 음성학적 또는 형태학적 번안 phonetic or

58) Jan Van Coillie: Character Names in Translation - A Functional
Approach. In: Jan Van Coillie; Walter P. Verschueren(Hrsg.): Children's
Literature in Translation - Challenges and Strategies, New York 2014,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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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adaptation to the target language

5) 목표 언어에서 대응물로 대체 replacement by a counterpart in the

target language (exonym): 몇몇의 성(姓)과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의

이름은 다양한 언어에서 그대로 대응되는 것 (외래어)

6) 출발 문화에서 더 잘 알려진 이름이나 같은 기능을 가진 국제적으

로 알려진 이름으로 대체 replacement by a more widely known name

from the source culture or an internationally known name with the

same function

7) 목표 언어에서 다른 이름으로 대체 replacement by another name

from the target language: 이름은 바뀌더라도 그 기능은 같게 유지하

는 것

8) 번역(특정한 의미를 지닌 이름의) translation (of names with a

particular connotation): 이름이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그 의미

를 목표 언어에서 재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칙적으로 그 이름은 같

은 의미와 내포를 유지하고, 같은 이미지를 일으키고 동일한 감정적 효

과를 생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9) 다른 의미 또는 추가적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대체 replacement by

a name with another or additional connotation

10) 삭제 deletion: 번역할 수 없는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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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인물의 이름이나 실존 인물의 이름의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동

시에 반 코일 리가 제시한 열 가지 번역 전략 중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사례는 『에밀과 탐정들』의 한 장면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기 전, 주요 인물과 장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Im übrigen ist Pony Hütchen ein reizendes Mädchen und heißt ganz

anders. Ihre Mutter und Frau Tischbein sind Schwestern. Und Pony

Hütchen ist bloß ein Spitzname. (에밀과 탐정들, 21쪽)

어쨌든지, 포니 휘첸은 애교가 있는 여자 아이다. 사실 원래 이름은

전혀 다르다. 그 아이의 어머니와 티슈바인 부인의 어머니는 자매 사이

이다. 그러니까, 포니 휘첸은 그저 별명일 뿐이다. (강호걸 역, 16쪽)

어쨌든 포니 휘트헨(말괄량이 작은 모자라는 뜻: 옮긴이)은 애교가

있는 여자 아이다. 원래 이름이 포니 휘트헨은 아니다. 포니의 어머니

와 티쉬바인 부인은 자매 사이이다. 포니 휘트헨은 그저 별명일 뿐이

다. (장영은 역, 26쪽)

위 장면은 『에밀과 탐정들』의 인물 중 에밀의 사촌 포니 휘트헨에 대

한 설명의 한 부분이다. 인물의 애교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휘트헨

Hütchen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는데, 강호걸은 비번역 전략을 사용하였고

장영은은 비번역과 추가적 설명 전략을 사용하였다. 많은 한국 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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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헨'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것이므로 효과적인 의미전

달을 위해서는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추가적 설명으로 목표

독자는 출발 언어로 된 단어의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

도 존재한다.

이어 살펴볼 사례는 작품의 등장인물 이름이 아닌 실존인물과 관련된

것이다.

다음은 페터 헤르틀링의 『할머니』에서 발췌한 것으로, 할머니가 ‘영

화’에 대해 손자 칼레와 실랑이를 벌인 뒤, 혼자 독백을 하고 있는 장면

이다.

Als ich dann nach dem Krieg zu den Sozialdemokraten ging, schon

weil mir der Kurt Schumacher gefiel, der wirklich ein toller

Politiker war, schimpfte Otto wie ein Rohrspatz. (할머니, 88쪽)

내가 전쟁 직후 쿠르트 슈마허(쿠르트 슈마허(1895~1952): 독일 사

회 민주당 정치가. 1차 세계 대전 때 자원병으로 참여했다가 한 쪽

팔을 잃었음. 2차 대전이 끝나고 사회 민주당을 다시 만들 때 아주

큰 역할을 했다. - 각주)가, 그는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었지, 마음에

들어 사회 민주당에 들어갔을 때 저 녀석 할아버지는 욕을 해댔지. (박

양규 역, 109쪽)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내가 쿨트 슈마허(사회 민주당의 당수)가 마음

에 들어(정말 멋진 정치가였어) 그래서 사회 민주당을 지지했더니 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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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는 그것을 더러운 욕설로 매도했었지. (채명신 역, 127쪽)

두 번역자 모두 비번역과 추가적 설명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목표 독

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출발 문화권의 실존인물에 대해서 각주나 괄호

를 이용하여 텍스트 내·외적으로 설명을 첨가하는 것은 문화 특수적 요

소의 전달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인에 비해 부족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

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독자의 특성을 고려해서도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박양규의 번역은 ‘쿠르트 슈마허’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어 문학

작품이 아닌 백과사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동·청소년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 설명은 필요하지만, 과한 설명은 독서의 흐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문학작품의 목적은 백과사전적 지식이나 정보전달

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 살펴볼 사례 역시 『에밀과 탐정들』 속 이름과 관련된 것이다.

그룬트 아이스를 잡은 에밀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경시청에 가는데, 그

곳에서 만난 루리에 경감은 계속해서 에밀의 성을 잘못 부르고 있다. 이

사례는 이름(고유명사)의 번역뿐만 아니라 언어유희 번역과도 관련된 것

이다.

„Aha!“ sagte Herr Lurje und kaute. „Emil Stuhlbein. Jugendlicher

Amateurdetektiv. Telefonisch schon gemeldet. Der Kriminal-

kommissar wartet. Will sich mit dir unterhalten. Komm mal mit!“

„Tischbein heiß ich“, korrigierte Emil.

„Jacke wie Hose“, sagte Herr Lurje und biß von neuem in die

Stulle. (에밀과 탐정들,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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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하고 루리에 씨는 입을 우물거리면서 말했다. “아마추어 소년 탐

정 에밀 슈튤바인(의자다리)이로군. 전화로 보고를 받았어. 경감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가봐, 따라오너라.”

“저는 티슈바인(책상다리)이라고 합니다.”하고 에밀은 고쳐 주었다.

“윗도리와 바지 같은 거야. 그런건, 아무래도 좋아!” 루리에 씨는 그렇

게 말하고는 다시 버터빵을 물어뜯었다. (강호걸 역, 157쪽-158쪽)

루리에 경위는 빵을 우물거리면서 말했다.

“아하! 아마추어 탐정 에밀 슈튤바인(의자 다리라는 뜻:옮긴이)이로

군. 전화로 보고를 받았어. 경감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봐. 따라오너라!”

에밀이 정정했다.

“제 성은 티쉬바인입니다.”

“윗도리나 바지나”

루리에 경위는 다시 빵을 물어뜯었다. (장영은 역, 162쪽-163쪽)

Herr Lurje spazierte durch mehrere Gänge, links, rechts, wieder

links. Dann klopfte er an eine Tür. Eine Stimme rief: „Herein!“

Lurje öffnete die Tür ein wenig und sagte kauend: „Der kleine

Detektiv ist da, Herr Kommissar. Emil Fischbein, Sie wissen

schon.“

„Tischbein heiß ich“, erklärte Emil nachdrücklich. (에밀과 탐정들,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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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에 씨는 몇 개의 복도를 지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

으로 돌아간 다음에 어떤 방문을 노크했다.

“들어와요!”하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루리에 씨는 문을 조금 열고 입속의 빵을 우물거리면서, “소년 탐정이

왔습니다, 경감님. 에밀 피슈바인(물고기 다리)을 아시지요?”

“티슈바인입니다.” 에밀은 힘을 주어 분명하게 말했다. (강호걸 역, 158

쪽)

루리에 경위는 몇 번이나 복도를 돌아갔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그리고 어떤 방문을 노크했다.

문 안에서 누군가가 대답했다.

“들어와요!”

루리에 경위는 문을 빠끔히 열고 빵을 우물거리면서 말했다.

“아마추어 탐정이 왔습니다. 경감님! 에밀 피쉬바인(물고기 다리라는

뜻:옮긴이)을 아시지요?”

에밀은 힘주어 말했다.

“티쉬바인입니다.” (장영은 역, 163쪽)

Dann verabschiede man sich. Und Emil ging mit Herrn Kästner zu

Kriminalwachtmeister Lurje zurück. Der kaute noch immer und

sagte: „Aha, der kleine Überbein!“

„Tischbein“, sagte Emil. (에밀과 탐정들, 95쪽)

그리고 모두들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에밀은 캐스트너 씨와 함께 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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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위에게로 돌아왔다. 루리에 씨는 아직도 버터빵을 먹으면서, “오,

유버베인(뼈에 생기는 혹) 꼬마로구나!” 하고 말했다.

“티슈바인입니다.” 하고 에밀이 말했다. (강호걸 역, 163쪽)

모두들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에밀은 캐스트너 씨와 함께 루리에 경위

의 방으로 돌아왔다. 루리에 경위는 여전히 빵을 우물거리면서 말했다.

“아, 유버베인(뼈에 생기는 혹이라는 뜻:옮긴이)꼬마로군!”

에밀이 말했다.

“티쉬바인입니다.” (장영은 역, 170쪽)

루리에 경위는 에밀의 성인 티쉬바인 Tischbein을 슈튤바인 Stuhlbein,

피쉬바인 Fischbein, 위버바인 Überbein 이라고 계속해서 잘못 부르고

있다. 티쉬바인 Tischbein은 ‘책상 다리’라는 뜻이며 Stuhlbein은 ‘의자

다리’, Fischbein은 ‘물고기 다리’, Überbein은 ‘외골증’, ‘뼈에 생기는 혹’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두 번역본 모두 음차 번역과 함께 독일어 단

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는데, 앞서 밝힌바와 같이 이러한 추가적 설

명을 통해 목표 독자들은 다른 언어로 된 언어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여기서 네 단어는 ‘Tisch 책상’, ‘Stuhl 의자’, ‘Fisch 물

고기’, ‘über- -위에’ 등의 어근과 ‘-bein 다리’라는 접사가 붙여서 만들어

진 파생어들이다. 공통적으로 ‘바인 -bein’이라는 접사가 붙는 단어들을

이용하여 언어유희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두 가지 번역본 모두 언어유희

를 무시한 채 ‘Überbein 위버바인’을 ‘유버베인’이라고 잘못 음차 번역하

고 있다. ‘언어유희’라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선 ‘위버바인’이라고 음차

번역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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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작품 속 등장인물 및 실존인물의 이름에 대한 번역을 살펴보았는

데, 지금부턴 작품들에 나타난 기관 및 건물의 이름을 번역본에서 그대

로 전달하고 있는지 또는 목표 독자에 맞춰 변경하였는지 『에밀과 탐정

들』,『오이대왕』,『벤은 안나를 사랑해』에 나타난 관련사례를 통해 살

펴보도록 하겠다.

『에밀과 탐정들』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열 가지 주

요 인물 및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주인공 ‘에밀’에 대한 소개의

한 부분이다.

Und dann denkt er immer erst, wenn's zu spät ist, daran, daß sie

den ganzen Tag arbeitet, damit sie zu essen haben und damit er in

die Realschule gehen kann. (에밀과 탐정들, 17쪽)

그리고 실업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생각이 미친다. (강호걸 역, 8쪽)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에밀은 생계를 꾸리고 자기를 레알슐레(독일

에서 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실업 학교를 일컫는

말. 그러나 이 과정을 마친 뒤에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옮긴이)에

보내느라 온종일 일을 하는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된다. (장영은 역, 22

쪽)

독일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Grundschule 그룬트슐

레를 졸업한 뒤, Gymnasium 김나지움, Realschule 레알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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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ptschule 하우프트슐레, Gesamtschule 게잠트슐레 등 다양한 중등학

교에 진학하게 된다. 각각의 학교는 대학진학, 근로자로 진출하기 위한

직업교육, 회사원 또는 관청직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실과수업 등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중등교육기관이다.

레알슐레는 회사원 또는 관청직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실과수업을 중심

적으로 하는 학교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실업학교’라고 번역되고 있다.

한국의 ‘실업학교’는 ‘실업학교’ 또는 ‘실업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기술중

심, 직업중심, 취업중심의 취지로 설립된 다양한 실무관련, 직업교육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중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

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한 학교의 기능도 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레알슐레’와 한국의 ‘실업학교’는 실무적 교육을 진행하

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 목표와 취지에서 차이점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과 한국의 구별되는 교육체계와 독일의

다양한 학교를 그대로 한국의 목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음차

번역을 한 뒤, 짧은 설명을 덧붙인 장영은의 번역이 적합할 것이다.

이어 살펴볼 사례는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의 『오이대왕』에서 볼프강

이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다.

Martina geht in die fünfte Klasse vom Gymnasium. (오이대왕, 9

쪽)

마르티나 누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유혜자 역, 7쪽)

앞서 살펴봤듯이 김나지움 Gymnasium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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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진학하는 중등학교이다. 하지만 유혜자는 ‘고등학교’라는 일반

적인 개념으로 번역하고 있다. 스톨체는 기관이름 번역에 대해 목표 문

화권에 알려진 기관 이름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모네이스(Simmonnæs) 역

시 스톨체의 의견에 동의하며, 동일한 기관임을 전달하기 위해 번역본에

서 출발 언어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9) 위 번

역은 목표 독자에게 친숙한 번역이 되었지만 스톨체의 주장과 같이 목표

문화권에 알려진 기관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

다. 목표 독자인 한국 독자들이 한국과 다른 독일의 교육체계 및 학교구

성을 접할 수 있도록 출발 언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전달해야할 것

이다.

다음은 레알슐레나 김나지움이 아닌, 조금 다른 학교가 나타난 페터 헤

르틀링의 『벤은 안나를 사랑해』속 한 장면이다. 안나의 초대로 벤은

안나네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 식사 후 안나네 집을 구경하

며 벤은 안나에게 형제가 몇 명인지 묻는다.

Sechs, sagte sie. Vier hast du gesehen, und die beiden Großen sind

auf einer Heimschule, damit sie deutsch lernen. (벤은 안나를 사랑

해, 31쪽)

“나 외에 6명.” 안나가 말했다. “4명은 봤지? 위의 두 사람은 다른 학

교에 다니고 있어. 독일어를 배우러.” (신경심 역, 54쪽)

59) Vgl. Ingrid Simonnæs: a.a.O., S.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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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고 6명, 4명은 지금 본 대로이고 위로 둘은 특수학교에 갔어. 독

일어를 배우러…….”(채명신 역, 63쪽)

“나 말고 여섯 명이야.” 안나가 말했습니다. “넷은 너도 보았지? 위로

두 명은 특수학교에 들어가 있어. 독일어를 배우려고.” (이길진 역, 52

쪽)

“여섯.” 안나가 말했다. “넷은 너도 아까 보았을 테고, 내 위의 둘은 기

숙학교에 있어. 독일어를 빨리 배우려고 일부러 기숙학교에 들어간 거

야.” (김라합 역, 55쪽-56쪽)

“나 빼고 여섯.” 안나가 말했다. “넷은 아까 보았지? 내 위의 둘은 기

숙학교에 있어. 독일어를 배우려고 일부러 기숙학교에 들어간 거야.”

(이강 역, 56쪽)

‘Heimschule’는 ‘기숙학교’를 뜻한다. 한국어에도 이에 대응하는 개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경심, 채명신, 이길진은 ‘다른 학교, 특수학교’ 등

으로 번역하고 있다. 독자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대체라고 판단되지만, 김

라합, 이강과 같이 ‘기숙학교’라고 번역하는 것이 ‘Heimschule’의 본질을

전달하기에 알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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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측정단위

이 범주에서는 건물의 층수, 신발사이즈를 나타내는 측량 단위 등에 대

해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건물의 층수와 관련된 사례로, 페터 헤르틀링의『할머니』의 한

장면이다. 책의 도입부분에서 동네 다른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어떤 사람

인지 서술하며 주인공 ‘할머니’를 소개하는 부분이다.

Oma wurde Oma gerufen, auch von den Nachbarn im Haus, von

dem Bäcker an der Ecke, auch von den Jungen im Hof, die sie

manchmal hänselten, aber im Grunde gern hatten, ihr sogar

manchmal die Tasche in den fünften Stock trugen. (할머니, 8쪽)

할머니는 길모퉁이에 있는 빵집 주인을 비롯해 이웃 사람들 모두에게

할머니로 불린다. 가끔 놀릴 때도 있지만 속으로는 할머니를 좋아해서

오층까지 짐을 들어 주기도 하는 꼬마들에게도 할머니로 불린다. (박양

규 역, 8쪽)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도 그렇고, 모퉁이에 있는 빵집 주

인한테도, 또한 아파트 주변에서 놀고 있는 사내아이들로부터 ‘할머니’

라고 불리우고 있었다. 사내 아이들은 때때로 할머니를 놀려 주기도 했

지만 사실은 모두 좋아해 6층에 있는 할머니의 집까지 장봐 온 물건들

을 들어다 주는 일도 자주 있었다. (채명신 역,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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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건물의 층수를 Untergeschoss, Erdgeschoss, ersten Stock,

zweiten Stock, dritten Stock, vierten Stock으로 표현한다.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Untergeschoss는 지하층, Erdgeschoss는 지상층, ersten Stock

은 1층, zweiten Stock은 2층, dritten Stock은 3층, vierten Stock은 4층

이지만, Erdgeschoss은 한국으로 따지면 1층에 해당되며, ersten Stock

은 2층에 해당한다. 작품에 쓰인 fünften Stock을 박양규는 문자 그대로

5층이라고 번역하였으며 채명신은 한국과 독일의 차이를 반영하여 6층이

라고 번역하였다. 독일과 한국의 다른 체계를 한국의 독자들에게 알려주

기 위해서는 원작의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여 전달하는 동시에 차이를 설

명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의 사례는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의 『깡통소년』에서 바톨로티가

콘라트를 배달받은 뒤, 그를 위해 옷과 신발을 사는 장면이다.

Sie hatte drei Paar Halbschuhe gekauft: rosarot mit violetten

Streifen. Ein Paar in Schuhgröße 30, eines in Schuhgröße 31 und

eines in Schuhgröße 32. (깡통소년, 27쪽)

분홍색에 보라색 줄무늬가 쳐진 운동화도 몇 켤레 샀다. 210 밀리미터

짜리, 220밀리미터짜리, 230밀리미터짜리 운동화 중에 하나는 맞을

거라는 생각에 한 켤레씩 샀던 것이다. (유혜자 역, 31쪽)

독일과 한국의 신발 사이즈 표기법의 차이로 인해 번역자는 독일식으로

표기된 신발 사이즈를 한국의 표기법에 맞게 바꿔 번역하고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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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른 독일의 표기법을 한국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독일의 표기법

을 유지하여 그대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3.2.3. 음식 및 의복 관련 어휘

이 범주에서는 원작의 문화적 특징, 문화 특수적 요인이 드러나는 식재

료나 음식과 지방이나 나라의 고유한 특색이 드러나는 의복과 관련된 어

휘의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아래의 사례는 『오이대왕』의 한 장면으로 의복과 관련된 사례이다.

Die Mama und die Martina müssen zum Ausflug ein Dirndl

anziehen und der Nik und ich die Lederhosen. (오이대왕, 35쪽)

조금 있으면 엄마와 누나는 치마를 입고 나와야 하고 닉은 가죽바지로

갈아입어야 한다. (유혜자 역, 34쪽)

볼프강의 가족은 부활절 아침마다 다함께 소풍을 가는데, 그때마다 엄

마와 누나는 딘들 Dirndl을 입고 닉은 레더호제 Lederhose를 입는다. 딘

들과 레더호제는 주로 옥토버페스트와 같은 축제에서 입는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등 알프스 산간지방의 여성용·남성용 민속의상이다. 번역자는

이를 단순히 ‘치마’와 ‘가죽바지’로 번역하고 있는데, 딘들과 레더호제같

은 문화적 특징이 드러나는 민속의상을 목표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는 음차 번역과 텍스트 내적 또는 외적 설명을 덧붙이는 번역 전략이 알



- 59 -

맞을 것이다.

다양한 작품들을 살펴본 만큼 작품 속에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다양한

음식들이 등장했다. 『오이대왕』과 『할머니』에 나타난 음식들을 살펴

보겠다.

Sie hat Schnitzel geklopft. (오이대왕, 43쪽)

엄마는 부엌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유혜자 역, 42쪽)

위 장면은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이다. 엄마는 슈니첼 Schnitzel

을 만들기 위해 고기를 두들기고 있었다. 여기서 슈니첼은 망치로 두들

겨 연하게 만든 송아지 고기에 밀가루, 달걀, 빵가루를 묻혀 튀긴 커틀릿

의 일종으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요리이다. 번역본은 ‘고기를 손질하

고 있었다.’라고 일반화하여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원작의 문화 특수적

요소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아래의 장면은 엄마가 외출 때문에 식사를 미리 준비한 뒤, 마르티나와

볼프강에게 남긴 쪽지이다.

Einer von der Mama, dass sie wegen neuer Dauerwellen und

Haarbleichen beim Friseur ist und dass wir uns das Sauerkraut

wärmen sollen. (오이대왕, 72쪽)

한 장은 어머니가 퍼머와 염색을 하려고 미장원에 갔으니 우리끼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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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어크라우트(잘게 썬 양배추를 절여서 신맛이 나게 발효시킨 독일식

김치 – 옮긴이)를 데워 먹으라는 내용이었다. (유혜자 역, 70쪽)

자우어크라우트 Sauerkraut는 양배추를 잘게 잘라 절인, 한국의 김치와

같은 독일의 음식이다. 번역자는 ‘사우어크라우트’ 라고 음차 번역한 뒤,

‘잘게 썬 양배추를 절여서 신맛이 나게 발효시킨 독일식 김치’라는 설명

을 덧붙이고 있다. 원작에 충실하여 원작의 요소를 목표 독자들에게 전

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음식과 관련된 어휘’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할머니』이다.

칼레는 할머니가 매일 조금씩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자 할

머니는 왜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 칼레에게 설명한다.

Da fand ich in seinem Nachttisch zwei Schnapsflaschen und mich

überkam in aller Trauer der Zorn. (할머니, 60쪽)

그 때 할아버지 방 탁자 위에 있던 소주 두 병이 눈에 띄었지. 순간 모

든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거야. (박양규 역, 72쪽)

그러다가 할아버지의 침대 탁자 위에 작은 위스키 병 두 개가 놓여 있

는 것을 보았던 거야. 슬픈 가운데 어쩐지 뭉클 화가 치밀어 올랐지.

(채명신 역, 86쪽)

슈납스 Schnaps는 알코올 도수가 높거나 불을 붙이면 탈 수 있을 만큼

독한 증류주의 한 종류이다.. 이를 박양규는 목표 독자에게 익숙한 ‘소주’



- 61 -

로 대체하여 번역하였으며, 채명신은 ‘위스키’라고 번역하였다. 두 번역

모두 목표 문화에 익숙한 것으로 대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작의 흔

적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선 ‘슈납스(독한 증류주)’라고 음차 번역한 뒤,

짧은 설명을 덧붙이는 번역전략이 알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3.2.4. 전통과 관습

위 범주에서는 나라마다 고유하고 특징적으로 형성되는 전통과 관습으

로 인한 인식의 차이, 나이 체계의 차이, 공동체적 관례에 해당하는 친칭

/존칭 duzen/siezen 사용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오이대왕』의 한 장면으로 독일과 한국의 인식차이가 나타나

는 사례이다.

Ich habe mir gedacht, dass es vielleicht ein Wasserrohrbruch ist

oder eine Maus hinter dem Gasherd oder eine sehr grosse Spinne.

(오이대왕, 13쪽)

나는 아마 수도관이 터졌거나, 가스레인지 뒤에서 생쥐가 찍찍거리거나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유혜자

역, 12쪽)

부엌에서 소리가 나자 부엌으로 간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만다. 뒤

따라 부엌으로 간 가족들과 볼프강은 엄마가 수도관이 터졌거나, 가스레

인지 뒤에 쥐나 아주 큰 거미를 보고 놀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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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나타난 것이었다. 원작의 ‘거미’를 유혜자는 ‘바퀴벌레’로 대체하여

번역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거미에 대한 공포보다는 바퀴벌레에

대한 공포가 더 크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목표 문화권에 맞춰 대체한 것

이라고 판단된다. 김정용은 이 번역을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서 문화적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60)

국제적인 표준인 만 나이계산법에 따르면 사람은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나이를 먹는다. 한국에서도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통용

되고 있다. 이러한 나이 계산법의 차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깡

통소년』과『할머니』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깡통소년』에서 나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나타난 장면들이다.

„Komm‟, sagte sie, „schau in den Spiegel, dann wirst du sehen, wie

schön du bist.‟

„Danke nein, bitte‟, sagte der Korand. „Siebenjährige Jungen sollen

nur beim Ohrenwaschen und beim Zähneputzen in den Spiegel

schauen, sonst werden sie eitel und selbstgefällig.‟ (깡통소년, 34쪽)

“이리 와! 거울에 비친 네 모습을 한번 봐.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네

눈으로 직접 보렴.”

바톨로티 부인은 현관에 있는 큰 거울 앞에 콘라트를 데려가려고 손을

60) 참조. 김정용: 아동청소년문학번역의 특수성과 오류분석, 독어교육 제 55집,
2012,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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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당기며 말했다.

“아니, 됐어요. 여덟 살짜리 남자는 세수할 때나 이 닦을 때만 거울을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왕자병에 걸려요.” (유혜자 역, 38-39쪽)

In den sieben Jahren, die sie auf der Welt war, hatte sie noch nicht

alle Formen des Wohlerzogenseins kapiert und deshalb fragte sie:

„Sie haben einen Sohn, Frau Bartolotti?‟ (깡통소년, 58쪽)

9년밖에 살지 않아 예의 바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

직 잘 모르는 키티가 마침내 질문을 던졌다. “아들이 있다고요?” (유혜

자 역, 68쪽)

„Und in Caire ist ab vier Jahren Schulpflicht. Mein Alter stimmt

also in dieser Hinsicht für die dritte Klasse auch.‟ (깡통소년, 72쪽)

“그리고 카이레에서는 아이들이 여섯 살부터 학교에 다니거든요. 그러

니까 제 나이면 삼학년에 다니는 게 맞아요.” (유혜자 역, 85-86쪽)

『깡통소년』에서는 일관성 있게 한국과 독일의 나이 계산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번역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제적 표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국과의 나이 계산법 차이를 고려하여 7살을 번역본에선 8살

또는 9살로, 4살을 6살로 원작보다 1~2살 정도 더하여 번역하고 있다. 하

지만 본고에서 주장하는 원작의 낯선 요소, 문화 특수적 요소를 보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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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한국과는 상이한 독일의 나이 체계를 그대로 전달하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일관적으로 나이 계산법의 차이를 고려한 『깡통소년』의 번역과는 달

리 『할머니』에서는 오역이 나타났다.

Mit siebenundsechzig Jahren ist man alt, behaupten die Leute.

Oma bestreitet das. (할머니, 7쪽)

사람들은 누구나 예순여섯 살이면 늙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박양규 역, 7쪽)

일흔 살이라고 하면 이미 늙은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할머니는 그

와는 정반대였다. (채명신 역, 13쪽)

원작의 siebenundsechzig 67을 박양규는 예순여섯, 즉 66살이라고 번역

하였으며 채명신은 일흔 살, 즉 70살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독일과 한

국의 나이 계산법의 차이를 고려한 것도 아니고 원본을 그대로 전달한

것도 아닌 오역이라 판단된다.

Kalle wird zehn (할머니, 98쪽)

칼레, 드디어 열 살이 되다 (박양규 역, 121쪽)

카레, 11살이 되다 (채명신 역,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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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는 『할머니』의 마지막 장 소제목으로 박양규는 원작의 숫자

그대로 번역하고 있으며 채명신은 1살을 더하여 번역하고 있다. 이는 원

작 그대로 전달하거나 만 나이를 한국식 나이로 변경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앞 사례와 비교해보면 두 번역자는 한 작품 내에서 나이를 전달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 없이 번역한 것으로 여겨진다.

친칭/존칭 duzen/siezen의 사용은 앞서 반 캄프가 제시한 ‘문화사회적

차이’ 중 ‘공동체적 관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일과 한국에서 ‘친칭/존

칭’사용은 그 사용범위 및 대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벤은 안나

를 사랑해』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Vater ging ins Wohnzimmer und stellte den Fernsehapparat an.

Dabei sah er gar nicht hin, sondern schlug die Zeitung auf. Wie

war’s? fragte er.

Bei wem? fragte Mutter züruck.

Na, bei dir und bei den Jungen.

Viel Grippe, sagte Mutter, die Praxis war voll.

Bei dem Schweinewetter. Vater fühlte sich bestätigt.

Und bei euch?

Nix Besonderes, antwortete Ben. (벤은 안나를 사랑해, 23쪽)

아버지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다. 켜 놓곤 전연 보시지 않고, 신

문을 펴 들었다. 그리고, “어땠어?” 하고 물었다. “누구에게 물은 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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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어머니가 되물었다.

“응, 당신 말이야. 아이들도.”

“유행성 환자가 많아서 병원이 몹시 붐볐어요.”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우니 그럴 만도 할 거야.” 아버지가 맞장구

를 치셨다.

“그럼 너희들은?”

“뭐, 별다른 일은 없어요.” 벤이 대답했다. (신경심 역, 40-41쪽)

아버지는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텔

레비전 쪽은 보지도 않고 신문을 펼쳤다. 그리고 엄마에게 물었다.

“어떻소?”

“누구 말이에요?” 어머니가 되물었다.

“응······ 당신 말이오. 그리고 애들도?”

“유행성 감기 환자가 많아요. 지독한가 봐요.”

“이 지독한 날씨 탓이야.” 아버지가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채명신 역, 47쪽)

아버지가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보지

않고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었소?” 하고 물었습니

다.

“누구 말이에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 말이오. 그리고 아이들도.”

“나는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궂으니 독감이 유행하지 않을 수 없지.” 하고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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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어떠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벤이 대답했습니다. (이길진 역, 39-40쪽)

아빠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보지 않고 신

문을 펼쳐 들었다.

“어떻게 지냈소?” 아빠가 물었다.

“누구 말이에요?” 엄마가 되물었다.

“누구긴,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 말이지.”

“요새 감기가 유행이라, 병원이 만원이었어요.” 엄마가 말했다.

“날씨가 계속 안 좋아서 그럴 거요.” 아빠는 무슨 전문가라도 되는

양 말했다.

“너희들은 어땠니?”

“별일 없었어요.” 벤이 대답했다. (김라합 역, 40쪽)

아빠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보지 않고 신

문을 펼쳐 들었다.

“오늘 어땠소?” 아빠가 물었다.

“뭐가 말이에요?” 엄마가 되물었다.

“허.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 말이오.”

“요즈음 독감이 유행이라 병원이 만원이었어요.” 엄마가 말했다.

“날씨가 계속 이리 안좋으니 그럴 만도 할 거요.” 아빠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은 어땠니?”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벤이 대답했다. (이강 역, 42쪽)



- 68 -

원작에선 부모의 대화, 부모-자식의 대화는 대부분 친칭을 사용하고 있

다. 하지만 번역본 속 엄마-아빠의 대화에서는 엄마는 아빠에게 존댓말

을 사용하고 아빠는 엄마에게 반말을 사용하거나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

고 있다. 부모-자식 간의 대화에선 부모는 자식에게 반말을 하고 자식은

부모님께 존댓말을 하고 있다. 또한 원작에서 벤이 엄마의 이름을 부르

거나 형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번역본에선 ‘어머니, 엄마’와 ‘형’이라는

호칭으로 바꿔 번역되었다.

독일에서는 가족 구성원끼리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사이라 하더라

도 친칭을 사용한다. 또한 형제나 자매사이에서도 나이차에 상관없이 모

두 친칭을 사용하며 ‘언니, 누나, 오빠, 형’과 같은 호칭보다 이름을 부르

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부모, 부모와 자식, 형제나 자

매간에도 남녀노소의 차이에 따라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제시한 『벤은 안나를 사랑해』에

서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석 작품인『에밀과 탐정들』,『할머니』,『오이

대왕』,『깡통소년』에서도 나타났다. 『에밀과 탐정들』의 경우, 원작에

서 에밀은 엄마에게 친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두 번역본에서는 존댓말로

번역하고 있다. 또한 『할머니』에서도 원작에서 칼레와 할머니는 친칭

으로 대화하고 있지만 두 가지 번역본에서 모두 할머니는 칼레에게 반말

을 하고, 칼레는 할머니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오이대왕』역시 가족 간 모두 친칭으로 대화하고 있지만, 번역본에서

는 남녀노소의 차이에 따라 존댓말과 반말로 바꿔 번역하고 있다.『깡통

소년』에서도 콘라트는 엄마에게 친칭을 사용하였지만 한국어 번역본에

서는 존댓말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독일과 한국의 상이한 공동체적 관례에서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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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장유유서, 남존여비 사상

의 영향에 따라 반말과 존댓말이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가족,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친칭을 사용한다. 독일어 친칭을

한국의 관례에 따라 한국에 맞춰서 바꿔 번역한 것은 문화특수성을 전달

하지 못한 것이라 여겨진다.

3.2.5. 관용어

관용어란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함께 경험하면서 공유한 생

활양식에서 생겨난 개별 언어 특유의 언어 표현이다. 따라서 비슷한 사

건이나 상황일지라도 그 경우에 사용되는 관용 표현은 개별 언어마다 다

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용구를 작품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

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사례는『벤은 안나를 사랑해』에서 벤이 안나에게 편지를 쓰기

로 마음먹고 쓰기 시작하는 장면이다. 벤은 편지 말미에 다음과 같이 묻

는다.

Nun frage ich dich: Willst du mit mir gehen? Holger fragte die

Mädchen auch immer, ob sie mit ihm gehen wollten. Es war also

richtig, daß er Anna fragte. (벤은 안나를 사랑해, 34쪽)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앞으로 학교에 갈 때 나와 함께 가지 않겠

니? 호르가도 여자 친구에게 학교에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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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니까 안나에게 같이 학교에 가자고 묻는 것은 좋은 일이다.

(신경심 역, 61쪽)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학교에 갈 때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호르거 형도 여자애에게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늘 묻곤 했

다. 그래서 안나에게도 그렇게 물은 것이다. (채명신 역, 70쪽)

그런데 한 가지 물어 볼 게 있어. 학교에 갈 때 나하고 같이 가지 않

겠니? 호르거도 여자 아이에게 같이 학교에 가자며 조르고 있었습니

다. 그러니까 안나에게 그런 부탁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벤은 생각했습

니다. (이길진 역, 58쪽)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너 나랑 사귀고 싶니?’ 홀거는 여자아이

들한테 맨날 자기랑 사귀고 싶으냐고 묻곤 했다. 그래서 벤도 안나에

게 그걸 물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김라합 역, 60쪽)

그래서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 ‘너 나랑 사귀지 않을래?’

홀거 형은 맨날 여자아이들한테 자기와 사귀고 싶냐고 묻곤 했다. 그

래서 벤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이강 역, 61쪽)

‘mit jemandem gehen’은 ‘eine Liebesbeziehung mit jemandem führen

누군가와 사귀다’라는 뜻의 독일어 관용구이다. 신경심, 채명신, 이길진은

이 관용구를 ‘학교에 함께 가다’라고 직역하고 있다. 이것이 관용구의 의

미를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동간의 이성교제에 대한 도덕적·교육적

판단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직역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관용구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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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함으로써 오역을 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번역물이라 할 수 있는 김

라합과 이강의 번역본에서는 관용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여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다음의 두 사례는 『오이대왕』과 『깡통소년』의 한 장면으로, 무언가

믿기지 않는 상황에 대한 관용표현과 관련된 것들이다.

Mich laust der Affe. (오이대왕, 92쪽)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유혜자 역, 91쪽)

„Ich fresse einen Besen, wenn die einen Sohn hat!‟ (깡통소년, 58

쪽)

아들이 생겼대! 여덟 살 먹은 아들이 생겼대! 말도 안돼! 갑자기 아들

이라니! 저 집에 애가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유혜자 역, 69

쪽)

‘mich laust der Affe’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믿지 못하거나 놀라운 상황

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einen Besen fressen’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무언가 믿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우선

‘mich laust der Affe’라는 표현의 유래를 살펴보면, 옛날에 사람들은 1년

에 한 번 내지 몇 번 정도 서는 큰 장에서 원숭이가 이를 잡는 것을 구

경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괴한 광경이 시간이 지나 오늘날 일상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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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놀랍거나 믿기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자

리 잡게 되었다.61) 이를 직역한다면 의도를 알 수 없는 표현이 되므로

번역자는 관용표현의 뜻을 파악하여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라고 번역하

고 있다. ‘einen Besen fressen’은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빗자루를 먹

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직역한다면 목표 독자가 그 원래의 의도,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번역자는 관용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한국의 관용구로 번역하고 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는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와 비교했을 때 다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표현

으로 느껴지며, 독일의 관용표현을 한국의 관용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

‘내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표현이 의미전달에 있어서도 더욱 효과적이

라 판단된다.

관용구 번역의 사례를 통해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관용구일지라도 각

나라의 상황과 전통에 따라 나라별로 특색적인 관용적 표현이 형성된 것

을 알 수 있었다. 관용구를 번역함에 있어서 직역은 피해야하며, 관용구

의 의미를 파악하여 목표 문화권에 맞게, 목표 문화권에서도 원작의 의

미와 상응하는 관용적 표현을 찾아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1) 참조. “mich laust der Affe”표현의 유래
(https://www.hoerzu.de/wissen-service/wissen/sprichwoerter-und-redewendun
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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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문화 특수적 요소를 번역할 때 특별히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는 출발

문화의 요소가 출발 문화 내에서 특징적인 경우, 목표 문화에 존재하지

않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 그리고 출발 문화와 목표 문화에서의

상이한 의미를 가진 경우 등이 있다.62) 분석 작품들을 살펴본 결과, 위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앞장의 분석을 토대로 이국화 방법과 자국화 방법 중 어떤

번역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지, 번역본에서 어떤 번역 오류가 나

타났는지 그리고 다양한 번역자들의 독문학 전공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

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해 밝히는 것을 분석결과로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4.1. 번역 방법

이국화 방법과 자국화 방법은 문화 특수적 요소를 번역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번역 방법으로, 분석 작품들에선 전체적으로 자국화 방법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다섯 가지 범주에서 각각 어떤 번역 전략이 주로 쓰이고 있었는지 살펴

보면, 고유명사의 번역에서는 이국화 방법에 해당하는 ‘비번역과 추가적

설명’전략이 가장 빈번히 쓰이고 있다. 고유명사는 특정한 대상 또는 유

62) Doris Hansen: a.a.O.,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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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의 일종으로 보통명사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고유명사는 사람이름인데, 본고에서 살펴본 사람이름의 번역은

모두 ‘비번역과 추가적 설명’전략이 사용되고 있다. 고유명사는 다른 언

어로 번역되기 어렵지만, 영어의 ‘William’이 프랑스어로는 ‘Guillaume’,

독일어로는 ‘Wilhelm’으로 번역되는 것과 같이 어떤 종류의 고유명사는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도 한다.63) 하지만 공통적으로 알파벳을 사용하며

비슷한 유래를 가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와 달리 독일어와 한국어 사

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음차 번역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독

일어 이름을 한국어 이름으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측정단위’ 범주에선 독일의 문화특수성을 한국에 알리기보다는 독일과

한국의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에 맞춰 대체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

다. 또한 ‘의복 및 음식 관련 어휘’에서도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음식에

대해 음차 번역과 함께 짧은 설명을 달아 전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통

의상이나 음식을 일반화시켜 번역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네 번째 범주

인 ‘전통과 관습’에서는 전적으로 자국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

범주인 ‘관용어’에서는 오역도 존재했지만, 자국화 방법을 통해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관용어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함께

경험하면서 공유한 생활양식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번역자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역도 많고 자국화 방법이 많이 사용되

는 편이다.

전체적으론 자국화 방법이 더 많이 쓰이고 있지만 번역본의 시기적 차

이를 고려해보면, 과거의 번역본에서보다 최근의 번역본에서 이국화방법

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과거의 번역본에서는 비교적 최근 발행된 번

63) 네이버 지식백과 “고유명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3169&cid=46674&categoryId=4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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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본에 비해 교육적 의도가 더 드러났으며 목표 문화, 목표 독자에게 익

숙한 것으로 대체하는 자국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다섯 개

의 번역본이 존재하여 비교하기 용이했던 『벤은 안나를 사랑해』에서

이러한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과거의 번역본들에서는 독자

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원작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목표 독자에게

낯선 요소이기 때문에 번역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삭제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최근의 번역본에선 원작의 낯선 요소 그대로 유지하

여 전달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었다.

4.2. 번역 오류

번역본의 시기에 따라 번역 전략에 차이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번역본에 나타난 번역 오류가 최근 번역본에서 개선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작품에 나타난 번역 오류의 유형은 이름의 음차 번역, 오

역, 직역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음차 번역의 오류사례부터 차례대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원문 Kurt Schumacher

박양규 역 쿠르트 슈마허

채명신 역 쿨트 슈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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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사례 모두『할머니』에서 나타난 것으로 Kurt Schumacher를 ‘쿠

르트 슈마허’, ‘쿨트 슈마허’ 로 Kalle를 ‘칼레’, ‘카레’ 라고 음차 번역하고

있다. 독일어 발음과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따라 자음 앞의 [r]은 ‘으’를

붙여 적어야하므로64) Kurt는 ‘쿠르트’라고 음차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음차 번역이라 할 수 있다. Kalle의 [l]과 관련하여 표기 세칙이 마련되

어 있지 않지만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항에 따르면 ‘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5)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Kalle는 독일어 발음에 따라 ‘칼레’라고 음차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어 살펴볼 장면은『에밀과 탐정들』에서 음차 번역 오류가 나타난 사

례이다.

64) 참조.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 제3장 표기세칙, 제2절 독일어의 표기법 제
1항[r]

(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25&mn_id=97)
65)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 제4장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 제2항
(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45&mn_id=97)

원문 Kalle wird zehn

박양규 역 칼레, 드디어 열 살이 되다

채명신 역 카레, 11살이 되다

원문 Überbein, Tischbein

강호걸 역 유버베인, 티슈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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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berbein을 두 번역자 모두 ‘유버베인’으로, Tischbein을 ‘티슈바인’, ‘티

쉬바인’으로 음차 번역하고 있다. Überbein은 ‘위버바인’이라고 음차 번

역하는 것이 독일어 발음에 더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위 장면에서 작가가

의도했던 언어유희 효과를 위해서도 ‘-bein’을 ‘-바인’이라고 음차 번역하

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Tischbein에서 sch [ʃ]는 자음 앞에서 ‘슈’

로 적어야한다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66) ‘티슈바인’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티쉬바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실제 독일어 발음에 더 가깝다 할 수 있

다.

두 번째 번역 오류의 유형으로 ‘오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벤

은 안나를 사랑해』에 나타난 오역 사례 중 하나이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안부를 묻자 어머니는 “Viel Grippe, die Praxis

war voll.”이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Grippe는 유행성 감기, 독감이라는

뜻으로 “독감 환자가 많아 병원이 붐볐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66)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 제3장 표기세칙, 제2절 독일어의 표기 제4항
(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25&mn_id=97)

장영은 역 유버베인, 티쉬바인

원문 Viel Grippe, sagte Mutter, die Praxis war voll.

이길진 역
“나는 심한 독감에 걸렸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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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길진은 이를 ‘die Praxis war voll’부분은 삭제하고 “나는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라고 오역하고 있다.

위와 같이 문장자체에 대한 오역 외에도 숫자관련 오역이 가장 빈번하

게 나타났는데, 그 중 하나로 『할머니』에 나타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siebenundsechzig 67을 ‘예순여섯 살’과 ‘일흔 살’로 오역하고 있다. 이

는 만 나이계산법과 한국의 나이계산법을 고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동일 작품 속 다른 장면에 나타난 나이의 번역에서는 숫자 그대로

번역하거나 1살 정도를 더하여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를 번역함에

있어 두 번역자 모두 명확한 기준 없이 번역한 오역으로 판단된다. 나이

뿐만 아니라 숫자오역은 위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석 작품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역으로 인한 번역 오류를 『벤은 안나를 사랑해』에 나타

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원작 siebenundsechzig Jahren

박양규 역 예순여섯 살

채명신 역 일흔 살

원작 Willst du mit mir gehen?

신경심 역 학교에 갈 때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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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와 사귀다’라는 뜻을 가진 관용구 ‘mit jemandem gehen’을 신경

심, 채명신, 이길진은 이를 ‘학교에 함께 가다’라고 직역함으로써 번역 오

류를 범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번역 오류는 사람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의 음차 번역

에서 자주 나타났고, 문장 또는 숫자에 대한 오역, 관용구의 직역으로 인

하여 번역 오류가 나타났다. 이러한 번역 오류들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

할 수는 없지만 외래어 표기법 규정의 미비와 독문학에 대한 전공지식부

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의 음차 번

역에 있어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여 ‘Tischbein’을 ‘티슈바인’이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외래어 표기법은 독일어 발음에 더 맞게

수정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번역자의 독문학에 대한 전공지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번역자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4.3. 번역자의 전문성

다섯 가지 작품들의 번역자들은 다양한 전공과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

데, 전공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와 독문학 전공자/비전공자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었다.

채명신 역 학교에 갈 때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길진 역 학교에 갈 때 나와 같이 가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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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번역자의 전문성 분류

비교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오이대왕』과 『깡통소년』은 논외로 하고

나머지 세 작품에서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번역이 어떤 차이가 존재하였

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에밀과 탐정들』에선 강호걸이 맥

락파악을 잘못하여 오역하거나 숫자를 오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장영

은의 번역본에서는 이런 오역이 개선되었다. 또한 장영은의 번역에선 독

일의 문화 특수적 요소를 보존하여 전달하려는 노력이 더 눈에 띄었다.

『벤은 안나를 사랑해』의 경우, 비전공자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던

신경심, 이길진, 채명신의 번역본에선 오역과 함께 원작에 있던 내용이

삭제되거나 없던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번역작 전공자 비전공자 정보 없음

에밀과 탐정들 장영은 강호걸

벤은 안나를

사랑해
김라합 채명신, 이강

신경심,

이길진

할머니 박양규 채명신

오이대왕 유혜자

깡통소년 유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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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과 김라합의 번역본에선 오역이 줄어들었으며, 전공자인 김라합의

번역본에선 비교적 이국화 방법이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번역자의 독문학 전공여부에 따라 번역 방법과 번역 오류에서 차이

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공자의 번역에서 비전공자의 번역에 나타났던

번역 오류가 개선되거나 이국화 방법을 통해 원작의 낯선 요소를 그대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는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독일

어 및 독문학 배경 지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자의 번역이 비전공자의 번역보다 더 나은 것이라 결론지을 수는 없

다. 하지만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 있어 원작의 문학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번역자에게 보다 높은 독일 언어적·문학적 지식과 함

께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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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아동·청소년 문학과 그 번역은 각각 ‘문학’의 영역과 ‘번역’의 영역에서

주변적인 취급을 받아왔고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되어왔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작품들과 그 번역본 속 사례를 통하여 독

일 아동·청소년 문학작품에 나타난 문화 특수적 요소를 한국어 번역본에

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분석

에 앞서 2장에서는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

행연구들과 다양한 학자들을 통해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이 가진 특수성

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다양한 ‘문화’개념 중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문화’개념을 규정짓고, ‘문화 특수적 요소’란 무엇인지 그 정의와

분류를 살펴보았다. 이어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작품 분석을 한 뒤, 이를

토대로 4장에서는 ‘번역 방법’, ‘번역 오류’, ‘번역자의 전문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 다문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사회도 다문

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상호 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상호 문화성 및 상호 문화 교육의 본질은 ‘낯섦 이해 Fremdverstehen’

로67) 타자, 타문화를 이해하여 상호 문화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독자가 미지를 경험하는 장이며 매개”68)인 “문학”이라는

매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문학을 통해 타문화와의 만남을 이뤄낼

수 있다.

67) 참조. 권오현: 상호문화적 문학교육에서 ‘낯섦 이해’의 문제 –세계문학 교
육과 관련하여-, 독어교육 제 49집, 2010, 9쪽.

68) Swantje Ehlers: Interkulturelle Lesedidaktik, In: I. Honnef-Becker(Hrsg.),
Dialoge zwischen den Kulturen, 2007, S.49. (위의 글, 1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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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문학을 통한 타문화와의 만남은 ‘번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

기서 ‘번역’은 단순히 출발 언어를 목표 언어로 옮기는 게 아니라 독일문

화를 한국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상호 문화적 소통작용을 하고 있다. 아

동·청소년 문학 번역에서 교육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유로 의도적으로 개

작하는 것은 이제 시대를 역행하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문학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독자가 타문화를 만나고 낯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은 원작에 대한 충실을 지켜 원작 속

낯선 요소들을 목표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한다. ‘원작에 대한 충

실’은 이제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서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된 것이다.

교육적 의도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독자의 수용능력에 대한 과소평

가로 인해 번역자는 원작의 낯선 요소들을 목표 독자에게 익숙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곤 했다. 하지만 낯선 요소들은 오히려 아동과 청소년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일으키고 흥미를 이끄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 독자들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시청각매체를 통

해 다양한 이차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50년대 독일 아동독자에

게 ‘피자’는 설명이 필요한 요소였지만 매체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 독일

에서 ‘피자’는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닌 일상적인 음식이 된 것과 같이

이전에는 낯설게만 여겨졌던 외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점차 익숙

하고 친숙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은

과거보다 서로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나라마다 상이했던 생활방

식 또한 유사해지고 있다.69)

69) Vgl. Emer O'Sullivan: Gibt es eine Weltliteratur für Kinder?
Internationalität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zwischen Mythos und
Realität. In: Kinder- und Jugendliteraturforschung 1996/97,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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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을 유지하는 것, 즉 낯선 것을 그대로 유지하여 전달하려는 노력은

‘다문화주의’와 ‘세계화’가 일상적 단어가 된 현재 문화적 지식을 얻도록

하는 것이며70), 독자들이 스스로 알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고려하여 익숙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아동

과 청소년 독자들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번역

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날로 높아지는 번역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따라 본 논문이 발판이 되어 독문학 분야에서도 아동·청

소년 문학 번역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

70) Vgl. Eva-Maria Metcalf: Exploring Cultural Difference Through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In: Meta, Volume 48, Numéro 1–2, Mai, 2003,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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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Übersetzung: Kulturspezifika in deutsch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Kim, Jihee

Die Leserschaft von Kinder- und Jugendbüchern hat zuletzt stark

zugenommen und dieser immer größer werdende Markt ist zu einem

wichtigen Forschungsgegenstand geworden. Übersetzungen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sind populär, allerdings gilt es die besonderen

Bedürfnisse der jungen Leser zu berücksichtigen, was Übersetzer vor

spezifische Probleme stellt. Für die Übersetzung von allgemeiner

Literatur ist die Originaltreue sehr wichtig, wohingegen für die

Übersetzung von Kinder- und Jugendliteratur diese nicht die wichtigste

Rolle spielt.

In der Vergangenheit hatte Kinder- und Jugendliteratur einen pädagogischen

Zweck. In den letzten Jahren wurde jedoch eher die literarische und

ästhetische Seite der Schriften hervorgehoben und Kinder- und

Jugendliteratur somit als eigenständiges Literaturwerk definiert. Aus

diesem Grund ist die Originaltreue ein wichtiges Element für die

Übersetzung von Kinder- und Jugendliteratur geworden. Da das

„Verständnis für andere Kulturen‟ und der „Kulturaustausch‟ s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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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llschaftlich selbstverständlich geworden sind, wird es heuzutage

immer bedeutsamer, Literaturwerke aus anderen Kulturen zu übersetzen.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diese Thematik und erforscht, wie

man Kinder- und Jugendliteratur „kultursensibel“ übersetzen soll, um

das Verständnis für andere Kulturen bei Kindern zu fördern. Das

Hauptanliegen hier ist es, die spezifischen Fragestellungen, mit denen

sich Übersetzer beschäftigen müssen, zu skizzieren.

Für diese Arbeit wurden fünf in Korea bekannte deutsche Kinder-

und Jugendliteraturwerke zur Analyse ausgewählt. Jedes Werk hat

mindestens eine und maximal fünf Übersetzungen. Wenn es mehr als

eine Übersetzung gibt, wurden die Unterschiede nach Erscheinungsjahr

dargestellt. Vor den Analysen wurden die Bedeutung und die

Abgrenzungen von Kultur und Kulturspezifika, die in dieser Arbeit

behandelt werden, erklärt. Fünf Kategorien der Klassifizierung und

Ordnung von Kulturspezifika wurden für die Analysen erstellt und die

Analyseergebnisse sind dreiteilig. Der erste Teil befasst sich mit der

Übersetzungsmethode, beim zweiten Teil geht es um die Übersetzungsfehler,

der dritte Teil beschäftigt sich mit dem germanistischen Fachwissen des

Übersetzers.

Das Thema ist neu und innovativ in der koreanischen Germanistik

und wurde in dieser Form wissenschaftlich noch nicht behandelt. Das

Betrachten einer Übersetzung als nicht nur sprachliche, sondern a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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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kulturelle Handlung ist ein neuartiger Zugang zur Übersetzungsliteratur.

Übersetzer von Kinder- und Jugendliteratur sollten sich intensiv mit

der Frage befassen, wie man Kulturspezika bzw. das Fremde der

Ausgangskultur bewahren und den Lesern vermitteln kann. Die

vorliegende Arbeit kann einen potentiell wichtigen Beitrag zur

germanistischen Forschung im Bereich der Übersetzungsliteratur von

Kinder- und Jugendbüchern beitragen, der den aktuellen Ansprüchen

einer Darstellung der Vielfalt der Kulturen und des interkulturellen

Verstehens entspricht.

Strichwörter: Übersetzung

Kinder- und Jugendliteratur

Kulturspezifika

Verfremdung

Einbürgerung

Interkulturelle Verstehen

Studentennummer: 2015-2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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